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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개 및 현황요약
                                             

 1. 기업소개

   가. 비전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회혁신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합니다.

 ① 기금조성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합니다. 

 ②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나. 사업분야

 ① 기금운용 : 사회혁신기금, 지역기금 위탁운용(본 보고서 범위)

 ② 컨설팅 : 재무기획, 수익성분석, 자금조달 및 운용 등

 ③ 사회적금융 기반강화 : 기업평가정보제공, 자조기금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등

 2. 운용현황 요약

(단위 : 원) 

 3. 조달현황 요약

(단위 : 원)

구분
누적 (‘15.05~‘17.07) 2017년

대출총액 건수 평균금액 대출총액 건수 평균금액

사회혁신기금 1,131,100,000 63 17,953,968 557,100,000 25 22,284,000

자체자금 362,000,000 18 20,111,111 249,000,000 14 17,785,714

위탁자금 70,000,000 4 17,500,000 70,000,000 4 17,500,000

합계 1,563,100,000 85 18,389,412 876,100,000 43 20,374,419

구분
누적 (‘15.05~‘17.07) 2017년

총 출자/조달 잔액 총 출자/조달 순증가

출자금 322,385,000 282,785,000 76,804,000 49,304,000

회사채조달 620,000,000 370,000,000 530,000,000 230,000,000

합계 922,385,000 652,785,000 606,804,000 279,3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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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용 현황
                                             

 1. 운용 실적

   가. 사회혁신기금

1) 전체 누적 현황

 2015년 5월 최초 대출 집행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대출금액은 1,131,100천원(63

건), 평균 대출금액은 17,954천원이며, 총 원금회수금액은 523,766천원입니다. 

       (기간 : 2015.05.01 ~ 2017.07.31)                                        (단위 : 원)  

2) 2017년 현황 (1~7월)

 2017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누적대출금액은 557,100천원(25건), 평균 

대출금액은 22,284천원입니다.

가) 월별 현황

 월 평균 3.6건(79,586천원)의 대출을 집행하였으며, 대출상품 개편 준비 등의

 사유로 4~5월 대출 신청건은 6월 이후로 연기하여 집행했습니다.

       (기간 : 2017.01.01 ~ 2017.07.31)                   (단위 : 원)  

신규 대출
원금회수 대출잔액 비고

대출총액 건수 평균금액

1,131,100,000 63 17,953,968 523,765,950 607,334,050 회수율46.3% 

발생월
신규 대출

대출총액 건수 평균금액

1월 136,100,000 7 19,442,857

2월 65,000,000 3 21,666,667

3월 65,000,000 3 21,666,667

4월 0 0 0

5월 21,000,000 1 21,000,000

6월 40,000,000 2 20,000,000

7월 230,000,000 9 25,555,556

합계 557,100,000 25 22,2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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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품별 현황

기존 상품(운영자금, 매출채권연계소액, 사업개발자금)은 5월까지 운영, 2017년 

6월부터는 신규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개편사유 – 기금의 확대 : 한도 상향(최대 1억), 기간 확대(최대 24개월)

             – 명칭의 변경 : 새싹, 열매 (식물의 성장 의미를 반영)

             – 기금기여도 등의 조건 부여

          ① 기존 상품

           - 누적현황 : 861,100천원(52건), 원금회수 523,766천원(회수율 60.8%)

           (기간 : 2015.05.01 ~ 2017.05.31)                                       (단위 : 원) 

           - 2017년 현황 : 287,100천원(14건)

           (기간 : 2017.01.01 ~ 2017.05.31)                      (단위 : 원) 

           ※ 기존상품 대출조건

1) 2017년 3월 31일자 상품 취급 중단

상품명
신규 대출

대출총액 건수 평균금액

운영자금 17,100,000 1 17,100,000

매출채권연계소액 10,000,000 2 5,000,000

사업개발자금 260,000,000 11 23,636,364

합계 287,100,000 14 20,507,143

상품명
신규 대출

원금회수 대출잔액
대출총액 건수 평균금액

운영자금 195,100,000 19 10,268,421 195,061,960 38,040

매출채권연계소액 60,000,000 12 5,000,000 60,000,000 0

사업개발자금 606,000,000 21 28,857,143 268,703,990 337,296,010

합계 861,100,000 52 16,559,615 523,765,950 337,334,050

상품 구분 운영자금
매출채권연계

(소액)

매출채권연계1)

(일반)
사업개발자금

대출한도
2,000만원

(출자금7배이내)
500만원

3,000만원

(출자금10배이내)

5,000만원

(출자금10배이내)

대출기간 6개월 3개월 6~12개월

이율 4% 이내

대출용도 운영자금
매출채권 회수

이전 긴급자금

매출채권 회수

이전 긴급자금

(매출채권액의

  90%까지 인정)

사업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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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규 상품 

          신규 상품 4개 중 열매장기상품을 제외한 3개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영 중이며,

           6월에 2건, 7월에 9건의 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새싹단기상품 이용률 0%)

           (신규대출발생 : 2017.06.01 ~ 2017.07.31)               (단위 : 원)  

          ※ 신규상품 대출조건

           ＊한도 : 출자금의 10배수(새싹단기 제외)

           ＊＊기여도 : 출자 및 기금 대출내역 반영한 지수 / 매출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기준

   나. 자체자금

1) 누적 현황

 2016년 7월 최초 대출 집행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대출금액은 362,000천원(18

건), 평균 대출금액은 20,111천원이며, 총 원금회수금액은 255,300천원입니다. 

       (기간 : 2016.07.01 ~ 2017.07.31)                                        (단위 : 원)  

상품 구분
새싹 열매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대출한도＊ 5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대출기간 6개월 24개월 12개월 24개월

이율 4%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 원리금분할, 원금분할(6개월 거치)

심사방법 서면 대면

대출자격＊＊ -
기여도

3점이상

매출7억이상

업력3년이상

가입기간3개월

기여도4점이상

상품명
신규 대출

대출총액 건수 평균금액

새싹단기 - - -

새싹장기 135,000,000 8 16,875,000

열매단기 135,000,000 3 45,000,000

열매장기 - - -

합계 270,000,000 11 24,545,455

신규 대출
원금회수 대출잔액 비고

대출총액 건수 평균금액

362,000,000 18 20,111,111 255,300,000 106,700,000 회수율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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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현황

 2017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누적대출금액은 249,000천원(14건), 평균 

대출금액은 17,786천원입니다.

       (기간 : 2017.01.01 ~ 2017.07.31)                           (단위 : 원)  

   다. 위탁자금2)

 (사)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위탁기금(2017년 2월 위탁) 10,000천원은 전액 

대출 집행되었으며(1건),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위탁기금(2017년 4월 위탁) 

20,000천원은 당사의 40,000천원과 매칭(2017년 7월 매칭)하여 전액 대출 집행

되었습니다. (총 3건)

       (기간 : 2017.02.01 ~ 2017.07.31)                                        (단위 : 원)  

   ＊당사와 2:1 매칭 운영 (당사 매칭금액 : 40,000천원)

  

 

2) 첨부자료1. ‘당사 위탁 지역기금 소개’ 참고

발생월
신규 대출

대출총액 건수 평균금액

1월 - - -

2월 49,000,000 3 16,333,333

3월 - - -

4월 45,000,000 4 11,250,000

5월 40,000,000 2 20,000,000

6월 30,000,000 2 15,000,000

7월 85,000,000 3 28,333,333

합계 249,000,000 14 17,785,714

기금명 위탁일자 위탁금액
신규 대출

대출총액 건수 평균금액

대구사회적혁신기금 2017.02 10,000,000 10,000,000 1 10,000,000

광진협동기금＊ 2017.04 20,000,000 60,000,000 3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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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 관리

   가. 관리 현황3)

1) 상호 추천을 통한 관계금융 실현

 ① 진정성있는 사회적기업가의 커뮤니티 구성(회원제 운영) 

   - 사회혁신기업으로 평판 조회를 위해 기존회원 1인의 추천을 통해 가입

 ② 대출 목적 및 상환계약에 대한 동료 평가(추천서 작성)

   - 대출은 회원에 한하며,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동료 기업가에서 대출 용도와 상환계획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사업적 

도움을 받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 신청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2) 사업역량, 재무관리역량, 관계형성에 대해 전문 평가실시

 ① 사업경험이 풍부한 사회적기업가들의 대면심사

   - 사업경험이 풍부한 사회적기업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심사시 신청

기업의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원 2인 참여

   - 재무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당사 1인도 참여함으로써 기업역량, 기업가역량, 사

업성을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 2017년에는 총 24건의 대면인터뷰 실시

   ※ 월별 대면인터뷰 실시 현항

3) 첨부자료2. ‘기금운용 프로세스’ 참고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수) 배점

기업역량 대출상환역량(2), 재무역량(3), 사회적가치(3)

각 5점만점기업가역량 윤리의식(3), 진정성(3), 리더십(3), 전문성(3), 사업역량(4)

사업성 사회적가치(2), 시장성(2), 제품성(2), 수익성(2)

구분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심사건수 5 3 3 2 0 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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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 명단     

 ② 재무진단 및 자문 (재무분석보고서 공유)

   - 대출심사기업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재무분석을   

 실시하는데, 각종 재무지표 및 현금 유동성 분석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및 상

환능력을 파악하여 대출 심사에  반영합니다.

   - 대출심사 후 재무분석보고서를 해당기업에 전달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인식

하고, 합리적인 재무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4)

   - 모든 회원사들은 간단한 신청절차에 따라 상시 재무진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평가지표

   ＊기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 구성에 차이 존재

 ③ 기금이용실적, 커뮤니티 內 신뢰형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운영위원회 대면인터뷰 평가 점수에 해당 기업의 기금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  

 대출금액을 결정합니다.

   - 총 6개의 평가항목(세부항목 14개)으로 구성되는데, 각 평가항목의 반영 비율

(가중치)은  매 분기 초에 자체 검토 후 결정합니다.

4) 첨부자료3. ‘재무분석보고서에 대한 회원사 감사메일’ 참고

구분 성명 소속 임명연월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

운용사 전문위원

전상준

진무두

구자덕

조주연

이창환

한호선

이상진

아름다운가게 사무처장

C3Korea 대표

리맨 대표

티팟 대표

인스케어코어 대표

비영리 IT센터 센터장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

 2015년 5월 8일

 2016년 7월 12일

 2016년 7월 12일

 2016년 7월 12일

 2016년 7월 12일

 2017년 6월 9일 

당연직

평가지표 평가지표

수익성
영업이익율, 순이익율, 매출원가

율, 판관비율, 이자보상비율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현금

흐름

순영업운전자본, 부채상환계수, 잉

여현금흐름 등
유동성 유동비율, 당좌비율

활동성
매출채권회수기간, 매입채무지급

기간, 재고자산회전기간
안전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

금의존도, 단기차입금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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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가중치 : 매 분기 초 검토 후 변경여부 결정

3)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후 관리5)

① 회원사에게 상환일 사전 안내

-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의 일정에 맞추어 리마인드 메일이 당사 시스템에서 자

동 발송됨으로써 이자수입일, 여신기일에 대해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자금사정에 따라 상환일 변경을 요구하거나 연체 발생을 사전적으로 파

악하게 되는 경우 부분상환을 통한 연체이율 인하, 대환대출 등 필요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② 기업 방문을 통한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지원

대출 이용에 따른 의견 청취, 용도에 따른 자금사용 여부, 향후 협업지원 연계 가

능성 여부 파악을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평균 주 1개 기업 방문 중입니다.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

5) 첨부자료4. ‘리마인드메일 발송 예시’, ‘대출기업 방문일지’ 참고

방문기업 방문일자 면담대상 대출일자 상환예정 추가대출니즈(사유)

우리동생＊ 7/7 정경섭 이사장 ‘16.10 ‘17.10 8월 원재료 구입비

감지덕지 7/11 한천희 대표 ‘16.12 연체중  -

코티에이블 7/14 안혜린 대표 ‘17.01 ‘17.07 8월 쉐어하우스 보증금

에코T&L 7/25 한상무 대표 ‘17.01 ‘18.01 11월 물품대금납부

평가항목 산출방식 가중치＊

기준

평가항목

가입 가입기간 현재일-가입일 20%

출자
출자금 평균잔액 매월말 출자금 잔액의 평균값 50%

현재 출자금 잔액 출자금 납입 규모 30%

가산

평가항목

추천
가입추천횟수 신규회원 추천 횟수 20%

대출추천횟수 대출 추천 횟수 10%

대출이용
정상상환횟수 정상적으로 상환한 횟수 10%

정상상환금액 정산적으로 상환한 총금액 10%

거래

이자금액 총이자금액 10%

총거래금액 거래원장에 총거래금액 0%

회사채투자금액 회사채 매입 투자 금액 0%

감산

평가항목
연체

연체횟수 연체 혹은 상환조건변경 횟수 10%

연체일 총연체일수 20%

연체금액 연체했던 총금액 20%

추천기업연체횟수 추천기업연체횟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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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사항

① 연체기업 관리

-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출회원은 규정상6) 상환기일 7일 이전

에 당사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경우 대출회원, 추천회원, 심사

에 참여한 위원과 상환계획을 논의합니다. (상환조건변경 및 상환계획서 징구)

- 대출기업 방문시(사후 모니터링제) 연체기업 방문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연체 기간 동안 해당기업은 대출기업 추천, 기금기여도, 이자율7) 등에서 불이

익을 적용합니다. 

 ② 손실을 대비한 대손보전적립금 선취 (1%)

 대손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출금 집행시 대손보전적립금 1%를 공제하며,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제 현황

 (기간 : 2015.05.01 ~ 2017.07.31)                                        (단위 : 원)

 ③ 신협과 추가 연계 대출

  추가대출이 필요한 기업에는 동작신협(업무제휴사)의 상생협력대출상품 연

계를 추진합니다. (2017.6.7. 업무협약 완료)

※ 상생협력대출 상품안내

   

6) 대출규정 제4장 연체관리 참조

7) 규정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은 연 16% 적용. 다만, 최초 대출원금의 20%와 이미 발생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 8% 적

용 (대출규정 제2장 제2절 24조 2항 참조)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협 등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용도
공간마련대출, 운영자금대출, 유동자금대출, 대환자금대출, 사회주택공급

을 위한 자금 대출

자격기준
적법자격을 갖추고 운영되며, 대출신청일 현재 사회적경제조직 법인 및 

대표의 제세금, 대출연체사실이 없을 것

금리 최저 3.5%

대출기간 최대 5년 내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혹은 만기일시상환 

‘15년 ‘16년
2017년

총계
1Q 2Q 3Q(7월) 합계

722,000 5,018,000 2,661,000 610,000 2,300,000 5,571,000 11,3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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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 지표

-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지표로서 전체 대출채권 대비 원리금 최종상환 기일로

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 비율(부실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금별(사회혁신기금, 위탁자금, 자체자금) 연체일수에 따라 건전성을 5단계(정

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1) 전체 현황

       (2017.07.31기준)                                                         (단위 : 원)  

 

2) 자금별 현황  

 ① 사회혁신기금

       (2017.07.31기준)                                                         (단위 : 원) 

 ② 위탁 및 자체자금

       (2017.07.31기준)                                                         (단위 : 원) 

구분 누적부실율 현재부실율 비고

사회혁신기금 4.70% 1.10%  누적부실율

 : (지금까지 3개월 연체된금액/총 대출채권)X100

 현재부실율

 : (現 3개월 이상 연체된금액/現 대출채권)X100

위탁 및 자체자금 1.85% 0.98%

전체 3.93% 1.08%

연체일수
누적 현재 건전성

분류금액 건수 금액 건수

30일 미만 4,500,000 1 0 0 정상

31일 이상 90일 미만 37,016,650 3 8,000,000 1 요주의

91일 이상 365일 미만 0 0 0 0 고정

91일 이상 365일 미만 13,087,500 3 0 0 회수의문

366일 이상 3650일 미만 0 0 0 0 추정손실

총액 54,604,150 7 8,000,000 1

연체일수
누적 현재 건전성

분류금액 건수 금액 건수

30일 미만 0 0 0 0 정상

31일 이상 90일 미만 5,000,000 1 0 0 요주의

91일 이상 365일 미만 0 0 0 0 고정

91일 이상 365일 미만 3,000,000 1 1,700,000 1 회수의문

366일 이상 3650일 미만 0 0 0 0 추정손실

총액 8,000,000 2 1,70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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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성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

요주의
1. 31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

2. 경영내용,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

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

고정

1.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대출금

  (91일 이상 365일 이하)

2. 경영내용,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

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 

회수의문

1. 91일 이상 365일 이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

예상가액 초과 대출금

2. 경영내용,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

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대출금

추정손실

1. 366일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

과 대출금

2. 경영내용,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 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한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액

3. 최종부도 발생, 파산, 청산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

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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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달 현황
                                             

 1. 출자금

   가. 누적 현황

 2017년 7월 31일까지 116개 기업이 총 282,785,000원(기업당 2,437,802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나. 2017년 현황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40개 기업이 총 76,804,000원(기업당 1,920,100원)을 

출자하였는데, 5개 기업에게 총 27,5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이에 순증가액은 

49,304,000원입니다.

(기간 : 2017.01.01 ~ 2017.07.31)                                        (단위 : 원)

   ＊분할납부 등의 사유로 매월 중복 발생시 1개 기업으로 계산

 

발생월
출자 반환

증감
금액 기업수 금액 기업수

1월 16,275,000 9 2,000,000 1 14,275,000

2월 15,319,000 13 9,000,000 2 6,319,000

3월 9,585,000 10 0 0 9,585,000

4월 2,175,000 7 1,500,000 1 675,000

5월 6,875,000 9 10,000,000 1 △3,125,000

6월 13,525,000 12 0 0 13,525,000

7월 13,050,000 15 5,000,000 1 8,050,000

합계 76,804,000 40＊ 27,500,000 5＊ 49,3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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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채 발행

   가. 누적 현황

 2017년 7월 31일까지 회사채 발행으로 620,000,000원을 조달하고 250,000,000

원이 회수되어 총 잔액은 370,000,000원입니다.

   나. 2017년 현황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530,000,000원을 조달하고 200,000,000원이 회수되어 

해당 기간 순조달액은  230,000,000원입니다.

        (기간 : 2016.04.01 ~ 2017.07.31)                                   (단위 : 원)

    ＊상환방법은 전건 만기일시상환

채권번호 구분 사채총액 이율 발행일 만기일 상환완료＊

1회 1호 개인 40,000,000 1.0% 2016.04.22 2016.09.09 ○

2회 1호 개인 10,000,000 1.0% 2016.04.22 2017.04.22 ○

2회 1호 개인 30,000,000 1.5% 2016.12.26 2017.12.26

2회 1호 개인 10,000,000 1.5% 2016.12.30 2017.12.30

2회 1호 개인 10,000,000 2.0% 2017.02.01 2018.02.01

2회 1호 개인 10,000,000 2.0% 2017.02.09 2018.02.09

2회 1호 개인 10,000,000 2.0% 2017.03.02 2018.03.02

2회 1호 개인 50,000,000 2.0% 2017.05.11 2017.10.11 ○

2회 1호 법인 100,000,000 2.0% 2017.05.12 2017.08.08

2회 1호 법인 100,000,000 2.0% 2017.05.12 2017.11.12 ○

2회 1호 개인 50,000,000 2.0% 2017.05.12 2018.05.12 ○

2회 1호 법인 200,000,000 2.0% 2017.05.14 2018.07.14

전체합계 620,000,000 상환 250,000,000 잔액 3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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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당사 위탁 지역기금 소개

   1. 광진협동기금

   2. 대구사회적경제혁신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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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2. 기금운용 프로세스 소개8)

8) 2017년 8월 6일 작성 당사 소개서 ‘4.핵심역량-2)시스템’(p.11)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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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3. 재무분석보고서에 대한 회원사 감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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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4-1. 리마인드메일 발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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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4-2. 대출기업 방문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