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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회계법인(이하 “당 법인”)은 자산보유자(이하 "의뢰기관" 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가 보유하고 있는 무담보채권(이하 “평가대상 자산”)에 대한 제한적인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의뢰기관이 제공한 한정된 자료를 기초로 수행된 것으로 당 법인은 본 보고서에

언급되거나, 참조된 자료 및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및 충분성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감사의견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어떠한

보증이나 보장 또는 확신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행된 절차가 본 보고서의 이용목적을 위하여

충분한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상 평가대상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추정에는 많은 가정과 단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 가정과 단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현재 평가결과로서 제시한 평가대상

채권의 평가금액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평가대상자산의 채권서류에 대한

일체의 실사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약 실사를 수행하였다면 본 보고서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은 본 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

보고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 의사 결정에 따른 피해나 손실에 대하여

당 법인은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본 보고서는 의뢰기관과의 합의된 절차에 따른 주어진 조건하에서 분석된 것이며, 의뢰기관의

평가대상자산의 가치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기타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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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의뢰기관의 내부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당 법인의 동의

없이 의뢰기관 이외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 자는 본 보고서의 한계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 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에 동의한 후 본 보고서를

참고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 법인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 법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 보고서를 입수한 제 3

자에게 동 보고서 이용에 따른 피해,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당 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 법인은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보장 또는 확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참고한 의사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는 정보이용자에게 있으며 당 법인은 이

보고서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일체의 피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태경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상운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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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평가대상채권으로부터의 향후 예상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동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본 평가에 적용한 주요 가정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가정>

구 분 정상채권 무담보상각채권 개인회생채권 신용회복채권

회수액

추정

 미상환채권잔액

에 예상 월회수

율 적용

 미상환채권잔액

에 예상 월회수

율 적용

상환스케쥴에 따른 회수

액과 폐지된 채권에 대

한 회수액

폐지된 채권에 대해서는

폐지금액의 15%로 회수

된다고 가정

상환스케쥴에 따른 회수

액과 실효된 채권에 대

한 회수액

실효된 채권에 대해서는

실효금액의 15%로 회수

된다고 가정

관련비용  회수액의 10%  회수액의 30% 관리비용(회수액 1.5%)
분담금(회수액 3.85%)

관리비용(회수액 1.5%)

할인율  8.0%  8.0%  7.0%  7.0%

잔존가치
 회수기간(60개월) 종료 후 잔여 OPB

에 대한 잔존가치 고려하여 반영
-

(*) 중립적 가정하의 주요가정

<평가결과> (단위: 백만원)

공격적 관점 중립적 관점 보수적 관점

할인율

정상, 무담보상각 7.00% 8.00% 9.00%

개인회생, 신용회복 6.00% 7.00% 8.00%

OPB 63,781 63,781 63,781

정상 1,358 1,358 1,358

무담보상각 60,431 60,431 60,431

개인회생 918 918 918

신용회복 1,075 1,075 1,075

평가금액 16,137 15,328 14,592

정상 1,568 1,418 1,301

무담보상각 13,212 12,583 11,992

개인회생 701 688 676

신용회복 657 639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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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관점 중립적 관점 보수적 관점

평가율(*) 25.30% 24.03% 22.88%

정상 115.48% 104.44% 95.85%

무담보상각 21.86% 20.82% 19.84%

개인회생 76.30% 74.92% 73.59%

신용회복 61.14% 59.48% 57.89%

(*) 평가율은 OPB대비 평가금액 비율임

DRAFT



3

1. 평가대상자산의 개요

1.1. 본 보고서의 개요

당 법인은 주식회사 제니스자산관리대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상채권, 무담보상각채권 및

스케쥴채권(IRL, CCRS)에 대해서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평가를 의뢰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기관의 재무자문기관인 당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자산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평가대상자산 : 무담보채권(정상채권, 상각(연체)채권, IRL, CCRS)

2) 평가기준일 : 2019년 10월 31일

3) 용역수행기간 : 2019년 11월 25일 ~ 11월 26일

1.2. 본 보고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는 의뢰기관의 평가대상자산의 가치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감사의견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어떠한 보증이나 보장 또는 확신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수행된 절차가 본 보고서의

이용목적을 위하여 충분한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은 본 보고서 이용자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 보고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모든 책임은 정보이용자에게 있으며 당

법인은 이 보고서를 이용한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일체의 피해, 손실 및

비용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평가대상자산의 평가를 위하여 많은 가정과 단서가 내포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비계량적인 위험이 존재하므로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가정이나 단서가 변경되거나 시장 여건, 경제적 상황, 법적 제약 및 기타의 여러

환경요인이 변경된다면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평가금액의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은 본 보고서의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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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대상자산에 대한 정보

평가대상자산은 (주)제니스자산관리대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상채권, 무담보상각채권 및

스케쥴채권(개인회생, 신용회복)으로 평가 기준일인 2019년 10월 31일 현재 평가대상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자산>

(단위: 건, 원)

채권구분
건수

OPB(*1)
(또는 차주수)

정상 294 1,357,695,274

무담보상각 9,938 60,430,513,632

개인회생 354 918,154,628

신용회복 489 1,074,964,013

합계 11,075 63,781,327,546

(*1) 미상환채권잔액(OPB : Outstanding Principle Balance) : 평가기준일 이후 상환예정인 원금 총합.

2.1. 무담보정상채권

2.1.1 정상채권 금액별 구성

(단위: 건, 백만원)

OPB 기준 채권수 채권수비율 OPB OPB 비율

100 만원 미만 23 7.8% 12 0.9%

1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75 25.5% 137 10.1%

2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89 30.3% 329 24.2%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91 31.0% 672 49.5%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6 5.4% 207 15.3%

3,000만원 이상 0 0.0% - 0.0%

합계 294 100.0% 1,358 100.0%

- 건당 OPB 약 4.6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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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정상채권 원채권자별 구성

(단위: 건, 백만원)

납입회차 채권수 채권수비율 OPB OPB 비율

엘씨와이캐피탈대부㈜ 1 0.3% 4 0.3%

㈜도우리대부 52 17.7% 252 18.5%

㈜케이투피에셋대부 39 13.3% 217 16.0%

㈜클라우드대부 13 4.4% 88 6.5%

㈜현대저축은행 189 64.3% 798 58.7%

합계 294 100.0% 1,358 100.0%

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율

OPB비율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율

OPB 비율

엘씨와이캐피탈대부㈜ ㈜도우리대부

㈜케이투피에셋대부 ㈜클라우드대부

㈜현대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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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담보상각채권

2.2.1 무담보상각채권 금액별 구성

(단위: 건, 백만원)

OPB 채권수 비율 OPB 비율

100 만원 미만 1,885 19.0% 1,175 1.9%

1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1,775 17.9% 3,245 5.4%

2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450 34.7% 12,218 20.2%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984 20.0% 13,680 22.6%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754 7.6% 10,504 17.4%

3,000만원 이상 90 0.9% 19,608 32.4%

합계 9,938 100.0% 60,431 100.0%

- 건당 OPB 약 6.08백만원

2.2.2 무담보상각채권의 원채권자별 구성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채권수 채권수비율 OPB OPB 비율

저축은행 5,887 59.2% 46,013 76.1%

대부 3,377 34.0% 12,170 20.1%

보험사 0 0.0% - 0.0%

은행 142 1.4% 433 0.7%

캐피탈 53 0.5% 509 0.8%

카드 465 4.7% 1,263 2.1%

기타 14 0.1% 42 0.1%

합계 9,938 100.0% 60,431 100.0%

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

율

OPB비율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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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

율

OPB비율

저축은행 대부 보험사 은행 캐피탈 카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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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인회생채권

2.3.1 개인회생 단계별 구분

(단위: 건, 백만원)

단계 채권수 채권수비율 OPB OPB 비율

인가 114 32.2% 247 26.9%

개시 119 33.6% 351 38.3%

금지 121 34.2% 320 34.8%

합계 354 100.0% 918 100.0%

2.3.2 개인회생 인가채권 금액별 구분

(단위: 건, 백만원)

OPB 기준 채권수 채권수비율 OPB OPB 비율

100 만원 미만 54 47.4% 28 11.3%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6 22.8% 36 14.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4 12.3% 35 14.2%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9 7.9% 36 14.5%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6 5.3% 39 15.6%

1,000만원 이상 5 4.4% 74 29.8%

합계 114 100.0% 247 100.0%

- 건당 OPB 약 2.17백만원

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율

OPB 비율

개시 금지 인가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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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개인회생 인가채권 납입회차별 구분

(단위: 건, 백만원)

납입회차 채권수 채권수비율 OPB OPB 비율

0회차 27 23.7% 57 23.0%

1회차 이상 ~ 10회차 미만 63 55.3% 169 68.5%

10회차 이상 ~ 20회차 미만 14 12.3% 14 5.6%

20회차 이상 ~ 30회차 미만 5 4.4% 5 2.2%

30회차 이상 ~40회차 미만 1 0.9% 1 0.3%

40회차 이상 ~ 50회차 미만 1 0.9% 1 0.3%

50회차 이상 3 2.6% 0 0.2%

합계 114 100.0% 247 100.0%

- 가중평균납입회차 4.85회, 단순평균납입회차 7.39회

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율

OPB 비율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율

OPB 비율

0회차 1회차 이상 ~ 10회차 미만

10회차 이상 ~ 20회차 미만 20회차 이상 ~ 30회차 미만

30회차 이상 ~40회차 미만 40회차 이상 ~ 50회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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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개인회생 인가채권 잔여회차별 구분

(단위: 건, 백만원)

납입회차 채권수 채권수비율 OPB OPB 비율

10 회차 미만 4 3.5% 1 0.6%

10회차 이상 ~ 20회차 미만 6 5.3% 15 6.2%

20회차 이상 ~ 30회차 미만 25 21.9% 41 16.8%

30회차 이상 ~ 40회차 미만 61 53.5% 148 59.8%

40회차 이상 ~ 50회차 미만 10 8.8% 28 11.1%

50회차 이상 8 7.0% 14 5.5%

합계 114 100.0% 247 100.0%

- 가중평균납입회차 25.77회, 단순평균납입회차 21.83회

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율

OPB 비율

10회차 미만 10회차 이상 ~ 20회차 미만

20회차 이상 ~ 30회차 미만 30회차 이상 ~ 40회차 미만

40회차 이상 ~ 50회차 미만 50회차 이상

DRAFT



11

2.4 신용회복채권

2.4.1 신용회복 진행현황별 구분

(단위: 건, 백만원)

단계 채권수 채권수비율 OPB OPB 비율

확정 388 79.3% 876 81.5%

미확정 101 20.7% 199 18.5%

합계 489 100.0% 1,075 100.0%

2.4.2 신용회복 확정채권 금액별 구분

(단위: 건, 백만원)

OPB 채권수 비율 OPB 비율

100 만원 미만 159 41.0% 70 8.0%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88 22.7% 128 14.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52 13.4% 131 15.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6 9.3% 135 15.4%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9 12.6% 369 42.1%

1,000만원 이상 4 1.0% 44 5.0%

합계 388 100.0% 876 100.0%

- 건당 OPB 약 2.26백만원

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율

OPB 비율

확정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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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신용회복 확정채권 납입회차별 구분

(단위: 건, 백만원)

납입회차 채권수 비율 OPB 비율

0회차 91 23.5% 247 28.2%

1회차 이상 ~ 5회차 미만 260 67.0% 537 61.3%

5회차 이상 ~ 10회차 미만 18 4.6% 40 4.5%

10회차 이상 ~ 30회차 미만 10 2.6% 32 3.7%

20회차 이상 ~ 50회차 미만 7 1.8% 13 1.5%

50회차 이상 ~ 100회차 미만 2 0.5% 8 0.9%

100회차 이상 - 0.0% - 0.0%

합계 388 100.0% 876 100.0%

- 건당 금액가중평균 납입회차 약 3.14회, 건당 단순평균 납입회차 약 3.28회,

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율

OPB 비율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율

OPB 비율

0회차 1회차 이상 ~ 5회차 미만

5회차 이상 ~ 10회차 미만 10회차 이상 ~ 30회차 미만

20회차 이상 ~ 50회차 미만 50회차 이상 ~ 100회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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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신용회복 확정채권 잔여회차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잔여회차 채권수 비율 OPB 비율

10 회차 미만 8 2.1% 14 1.6%

10회차 이상 ~ 25회차 미만 25 6.4% 60 6.9%

25회차 이상 ~ 50회차 미만 58 14.9% 147 16.8%

50회차 이상 ~ 75회차 미만 68 17.5% 220 25.1%

75회차 이상 ~ 100회차 미만 224 57.7% 427 48.8%

100회차 이상 5 1.3% 7 0.8%

합계 388 100.0% 876 100.0%

- 건당 금액가중평균 잔여회차 약 70.11회, 건당 단순평균 잔여회차 약 73.27회,

0% 20% 40% 60% 80% 100%

채권수비율

OPB 비율

10회차 미만 10회차 이상 ~ 25회차 미만

25회차 이상 ~ 50회차 미만 50회차 이상 ~ 75회차 미만

75회차 이상 ~ 100회차 미만 100회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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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방법

3.1. 평가방법의 개요

당 법인은 의뢰기관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평가대상자산의 변제예상잔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경과월에 따른 추정회수율(정상채권 및 연체채권) 및 예상 상환기간과 회차에 따른

폐지율/실효율(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채권)을 적용하여 미래의 현금유입액을 산출한 후

평가대상자산의 이전 및 회수와 관련된 채권관리비용을 예상하여 산출한 현금유출액을 차감하여

평가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순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출된 순현금흐름을 내부수익률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방법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2. 기본가정

본 평가방법에 사용되는 제반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수율(금액)(정상채권 및 무담보상각채권)

정상채권 및 무담보상각채권은 향후 채권회수가 과거와 동일한 추세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과거의 회수율을 평가방법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과거의 추세는 일반적이고,

특이사항이 없는 채권에 대한 추세로, 평가대상자산에 적용하기 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채권의 과거 추세는 일반적이고 대표성을 갖고 있어 향후 추세와 동일할

것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자산에 대해 의뢰기관이 제시한 예상 회수금액에 변동성을 부여하여 시나리오별로

회수금액을 적용하였습으며 정상채권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월원금상환율,

이자율, 월연체율 등에 대한 일정한 가정하에 향후 회수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2) 폐지율/실효율(개인회생채권 및 신용회복채권)

개인회생채권 및 신용회복채권은 향후 채권회수가 상환 회차별 폐지율/실효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산보유자의 과거 폐지율/실효율을 평가방법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산보유자의 전산자료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과거 폐지율/실효율 자료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본 평가에 있어서는 의뢰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의 과거 상환

회차별 폐지율/실효율을 평가방법에 반영하였습니다.

(3) 할인율

할인율은 투자자의 내부수익률, 자금조달비용 및 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격적 관점,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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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보수적 관점의 상환을 가정하여 정상채권 및 연체채권은 각각 7.0%, 8.0%, 9.0%,

개인회생(신용회복)채권은 각각 6.0%, 7.0%, 8.0%를 적용하였습니다.

(4) 상환기간

본 무담보상각채권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 60개월간 상환된다는 가정하에 평가하였으며

잔존가치를 별도로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채권의 경우 과거 상호 합의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에 따른 평가기준일 이후 상환기간을 평가에 적용하였습니다.

(5) 잔존가치

정상채권 및 무담보상각채권의 잔존가치는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60개월 경과 시점의

순현금흐름에 해당시점의 최근 12개월 평균 순현금흐름액 증감율과 할인율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정상채권은 60개월 경과시점의 추정 잔존OPB에 현가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3. 현금흐름의 추정

평가대상자산의 현금흐름은 향후 평가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액과 평가대상자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현금유출액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1) 현금유입액

1) 무담보정상채권 및 무담보상각채권

정상채권의 향후 회수예상금액은 평가대상자산의 월원금상환율, 이자율, 월연체율 등을 가정하여

향후 회수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정상채권의 회수예상액 = [평가대상자산의 미상환원금잔액 * 월별 추정 원금상환율 + 월

이자 + 월 연체채권의 시장가치]의 합계액

무담보상각채권의 향후 회수예상금액은 평가대상자산의 평가기준일 원금에 의뢰기관과의 합의

하에 의뢰기관이 제시한 예상 회수율로 산출하였습니다.

 무담보상각채권의 회수예상액 = [평가대상자산의 미상환원금잔액 * 월별 추정 회수율]의

합계액

3) 개인회생채권

평가대상자산의 미래 현금유입액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한 미래 회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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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유입예상액 및 회사와의 합의하에 이용되는 시중은행의 폐지율을 반영하여 현금유입액을

추정하였습니다.

 개인회생채권 회수예상액 = [(평가기준일 이후 납입회차별 월별 상환예정액 – 

평가기준일 이후 납입회차별 월별 상환예정액 * 해당채권의 회차별 예상폐지율) +

폐지채권액 * Recovery Ratio(15%)]의 합계액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므로

변제계획안을 기초로 예상 변제스케줄을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변제계획안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환 후 잔액과 잔여회차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

변제스케줄을 추정하였습니다.

 본 평가대상 개인회생채권은 향후 채권회수가 과거 회차별 폐지율과 회수율의 영향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자산보유자의 과거 회차별 폐지율과 회수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산보유자의 전산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과거

폐지율과 회수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본 평가에 있어서는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시중은행의 상환 회차별 통계 폐지율과 회수율을 평가 방법에

적용하였습니다.

4) 신용회복채권

평가대상자산의 미래 현금유입액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한 미래 회차별

현금유입예상액 및 회사와의 합의하에 이용되는 시중은행의 실효율을 반영하여 현금유입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신용회복채권 회수예상액 = [(평가기준일 이후 경과회차별 월별 상환예정액 – 평가기준일 

이후 경과회차별 월별 상환예정액 × 해당채권의 회차별 예상실효율) + 실효채권액 ×

Recovery Ratio(15%)]의 합계액

 신용회복채권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수령한 계좌별 진행현황자료를 기초로

회사가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변제 스케줄을 추정하였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상 현재 잔액, 월 변제 예정액, 잔여 회차 등을 고려하여 개별채권에 대한

변제 스케줄을 추정하였습니다.

 본 평가대상 신용회복채권은 향후 채권회수가 과거 회차별 실효율의 영향을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여 자산보유자의 과거 회차별 실효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자산보유자의 전산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과거 실효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본 평가에 있어서는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시중은행의 상환 회차별 통계 실효율을 평가 방법에 적용하였

습니다.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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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유출액

1) 관리비용

미래 현금흐름 추정시 평가대상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원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무담보정상채권의 경우 월 현금유입액의 10.0%(중립적 관점,

공격적 8%, 보수적 12% 가정), 무담보상각채권의 경우 월 현금유입액의 30.0%,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월 현금유입액의 1.5%, 신용회복채권의 경우 월 현금유입액의 1.5%를

관리비용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분담금

평가대상자산 중 신용회복채권의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해 회수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신용회복위원회에 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본 신용회복채권의

경우 월 회수액의 3.85%를 신용회복위원회 분담금으로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 잔존가치

추정회수기간 60개월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를 별도로 추정하여 현금흐름에 반영하였습니다.

 정상채권 잔존가치= 60개월 종료시점의 추정OPB * 현재가치계수

 무담보상각채권 잔존가치= 60개월 종료시점의 순현금흐름예상액/(할인율 - 60개월

종료시점의 최근 12개월 평균 순현금흐름 증감율) * 현재가치계수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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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결과

4.1. 회수예상 현금흐름 추정(중립적 관점)

회사에서 제공한 평가대상채권의 추정회수율 및 관련비용 등을 감안한 각 채권 구분별

순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합계

무담보 Cash-In 127,927 594,421 378,102 240,505 152,982 83,988 1,577,926

정상 Cash-Out 15,351 71,330 45,372 28,861 18,358 10,079 189,351

채권 Net Cash 112,576 523,090 332,730 211,645 134,624 73,910 1,388,575

무담보 Cash-In 1,036,562 4,596,705 3,850,050 3,577,413 3,328,171 2,343,056 18,731,957

상각 Cash-Out 310,969 1,379,011 1,155,015 1,073,224 998,451 702,917 5,619,587

채권 Net Cash 725,594 3,217,693 2,695,035 2,504,189 2,329,720 1,640,139 13,112,370

개인 Cash-In 17,179 205,913 234,524 212,860 119,187 9,723 799,385

회생 Cash-Out 2,026 3,040 3,433 3,093 1,718 140 13,450

채권 Net Cash 15,152 202,873 231,091 209,767 117,469 9,583 785,935

신용 Cash-In 31,029 182,492 138,156 116,301 95,190 271,085 834,253

회복 Cash-Out 4,103 9,554 7,033 5,868 4,785 13,462 44,805

채권 Net Cash 26,925 172,938 131,123 110,433 90,405 257,624 789,448

합계

Cash-In 1,212,697 5,579,530 4,600,832 4,147,079 3,695,530 2,707,853 21,943,522

Cash-Out 332,450 1,462,936 1,210,853 1,111,046 1,023,312 726,598 5,867,194

Net Cash 880,247 4,116,595 3,389,979 3,036,033 2,672,218 1,981,256 16,076,328

4.2. 대상채권 평가금액

앞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대상자산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2.1. 평가결과 종합 (단위: 백만원)

공격적 관점 중립적 관점 보수적 관점

할인율

정상, 무담보상각 7.00% 8.00% 9.00%

개인회생, 신용회복 6.00% 7.00% 8.00%

OPB 63,781 63,781 63,781

정상 1,358 1,358 1,358

무담보상각 60,431 60,431 60,431

개인회생 918 918 918

신용회복 1,075 1,075 1,075

평가금액 16,137 15,328 1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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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관점 중립적 관점 보수적 관점

정상 1,568 1,418 1,301

무담보상각 13,212 12,583 11,992

개인회생 701 688 676

신용회복 657 639 622

평가율(*1) 25.30% 24.03% 22.88%

정상 115.48% 104.44% 95.85%

무담보상각 21.86% 20.82% 19.84%

개인회생 76.30% 74.92% 73.59%

신용회복 61.14% 59.48% 57.89%

4.2.2. 무담보정상채권 (단위: 백만원)

공격적 관점 중립적 관점 보수적 관점

비용률 8% 10% 12%

할인율 7% 8% 9%

회수기간 60개월 60개월 60개월

OPB 1,358 1,358 1,358

평가금액 1,568 1,418 1,301

평가율 115.48% 104.44% 95.85%

4.2.3. 무담보상각채권 (단위: 백만원)

공격적 관점 중립적 관점 보수적 관점

추심수수료 등 30% 30% 30%

할인율 7% 8% 9%

추심기간 60개월 60개월 60개월

OPB 60,431 60,431 60,431

평가금액 13,212 12,583 11,992

평가율 21.86% 20.82% 19.84%

4.2.4. 개인회생채권 (단위: 백만원)

공격적 관점 중립적 관점 보수적 관점

관리비용률 1.50% 1.50% 1.50%

할인율 6.00% 7.00% 8.00%

잔여채권매각률 15.00% 15.00% 15.00%

OPB 918 918 918

평가금액 701 688 676

평가율 76.30% 74.92% 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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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신용회복채권 (단위: 백만원)

공격적 관점 중립적 관점 보수적 관점

관리비용률 1.50% 1.50% 1.50%

할인율 6.00% 7.00% 8.00%

분담금률 3.85% 3.85% 3.85%

잔여채권매각률 15.00% 15.00% 15.00%

OPB 1,075 1,075 1,075

평가금액 657 639 622

평가율 61.14% 59.48% 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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