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등록현황등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

구분 내용

상호

한글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영문 HonestFund Co., LTD.

대표자 서상훈

소재지(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전경련회관, 여의도동)

대표 전화번호 02-565-8856

홈페이지 주소 www.honestfund.kr

회사 설립일 2015.02.10

법인등록번호 110111-563964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번호 2022-2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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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스트펀드는대출자고객에게대출신청을받아종합심사과정을통과할경우투자자에게구체적인투자설명서를제공합니다.  

• 투자자고객들로부터투자자금을모집하며, 모집이완료될경우, 대출자와대출약정을체결하고대출금을지급합니다. 

투자금모집〮예치후 대출자에게지급되는 전과정에서신한은행명의의신탁계좌를이용하며, 회사와는완전히절연되어있습니다.

• 대출자고객의대출원리금상환시에도신한은행명의예치계좌로직접입금되며, 투자자고객에게수익금이정산되어지급됩니다. 

㈜어니스트펀드
(심사〮모집〮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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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등록현황등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3. 임직원 수 및 전문가 보유내역

(1) 임직원수

(2) 전문가보유내역

구분 국내 국외 합계

임원

비등기임원 - - -

등기 이사
사내이사 3 - 3 

사외이사 3 - 3

감사 또는 상근감사위원 1 - 1 

직원

정규직

전체 54 - 54

(일반직) 43 - 43 

(전문인력) 11 - 11 

(무기계약직) - - -

비정규직

전체 3 - 3 

(전문인력) - - -

(그외) 3 - 3 

계 64 - 64 

구분
국내 국외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회계사 - - - - -

변호사 1 - - - 1 

여신심사역 10 - - - 10 

그 외 - - - - -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등록현황등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기준일자 2023.04.30

기준일자 2023.04.30



1. 대출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구분 주요확인사항

개인신용

〮 대출자 신용 평가 시, 대출자의 대출 보유현황 및 상환이력, 카드거래 기간 및 패턴, 재직기간, 소득금액 등의 다변화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합니다.

〮 직접 개발한 신용평가모형 내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수기로 진행하기 어려운 대용량 분석을 수행하며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부동산담보
〮 대출잔액기준 LTV 비율을심사합니다. 
〮 해당부동산의낙찰가율을고려하여, 감정가액낙찰가율이하로한도를설정합니다.
〮 부동산권리침해소지가있을경우, 완전히해소되기전까지는대출취급을진행하지않습니다. 

부동산 PF

□ 팀, 본부, 심의위원회로 확대되는 3단계의 심의 체계 운영하며, 투자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최종심사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리스크평가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리스크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다수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준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시행사 리스크
〮 사업성 리스크
〮 분양 리스크
〮 선순위 리스크
〮 준공 리스크
〮 신용보강 여부

법인신용

〮 재무정보
〮 대표자의 신용정보 및 재산/부채정보
〮 상환재원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의 타당성
〮 판매 거래처 및 판매 제품의 경쟁력 등
〮 상환재원 입금시 입금계좌의 통제 가능성

매출채권담보대출

〮 기업정보(채무불이행, 휴/폐업 등)
〮 판매이력, 판매액, 변동추이
〮 매출채권에 법적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납품 관련 민원제기 건, 판매 관련 고객의 반품율 등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사업실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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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이자율(=투자수익률) 현황* (연 이율 기준)

* 상품별대출이자율의범위는투자자의요구수익률, 경제상황및시장금리를반영한대출차입자의부담가능이자율및상품별연체등리스크수준을종합적으로확인하여
대표이사가 정하여시장환경에맞게정기적으로업데이트를진행합니다. 
법규에따라담보권설정, 담보물점유〮보존〮관리비용, 신용조회비용, 중도상환수수료중 1%p내비용등은이자율에산입되지않습니다. (‘수수료및부대비용현황’ 참조)

3. 대출원리금 상환 방법

□어니스트펀드는대출상환금에대하여신한은행과신탁및예치계약을통하여신한은행명의의상환금예치계좌으로만대출원리금납입이가능합니다. 

□대출원리금상환에는아래의2가지방법이있으며, 상품별요건을기반으로심사과정에서협의되어확정됩니다. 

•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기간동안원금과이자의합을매월동일한금액으로상환하는방법

• 민기일일시상환 : 대출기간동안이자만상환하다가만기일에원금전액을상환하는방법

기준일자 2023.04.30

기준일자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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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추심 방안

□ ㈜어니스트펀드는투자자보호를최우선으로하고있습니다. 대출채권별현황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으며, 대출건에따라문제가발생할경우대출금이

상환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문제해결을지원하는방법으로조기에상환문제가해소될수있도록합니다.  

□ 연체가지속될경우 직접추심업무 (재산조사, 경매, 채권매각등) 진행또는허가받은전문추심업체위탁방식을병행하고있습니다. 

기준일자 2023.04.30

구분 가중평균금리
현행금리

최고금리 최저금리 연체금리

개인 신용 대출 10.75% 17.70% 5.40% 3.00% 범위내

부동산PF 대출 15.18% 17.00% 5.00% 3.00% 범위내

부동산담보 대출 13.01% 16.50% 5.00% 3.00% 범위내

어음・매출 채권담보 대출 7.74% 8.50% 6.00% 3.00% 범위내

법인 신용 대출 7.00% 13.00% 6.00% 3.00% 범위내



5. 투자자 및 대출자 고객별 수수료 및 부대비용 현황

*투자자의투자참여빈도및투자금액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공식적인내부검토및의사결정과정을거쳐서수수료율범위내에서적정한수준의연계투자관련수수료등을부과할수있습니다. 

(단위: %, 원)

기준일자 2023.04.30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사업실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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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수료종류) 수수료율 (정액일경우금액)

연계투자관련

연계투자취급수수료*

[투자서비스수수료]
□ 대출자가원금또는이자를상환할경우해당상환직전의투자금잔액에대해월최대 0.17% 이하의요율로일할계산한수수료금액을투자자
고객님께적용합니다.

□ 위항에서정한최대투자서비스수수료(월최대 0.17%) 한도내에서당사는아래의기준등에따라투자서비스수수료할인율을달리적용할수
있습니다. 

< 투자서비스수수료할인율 >

[주1] 당사와 별도협의를 거쳐조정후적용 가능합니다. 
[주2] 상세정책은 당사홈페이지 로그인 후우측상단에 고객정보에서 혜택보기를 클릭하시면 고객등급에 따른투자수수료 할인율을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주3] 세부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객등급 기준이월평균 투자잔액에서 월말투자잔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수수료 부과 시점은 대출자가 매회 상환한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으로 동 지급금에서 공제한 후 투자자 고객님께 지급합니다.

[투자완료수수료] 
□ 투자금모집이완료되어연계대출이실행된후투자자고객님이최초원금또는이자를지급받으실경우, 최초투자금에최대 0.50% 이하의
요율로적용할수있습니다. 

채권추심수수료
전문추심업체와의채권추심위탁계약에따른추심수수료및당사가직접추심진행시소요되는법적조치비용을각대출채권별상황에따라
적용할수있습니다.

원리금수취권매매중개수수료 당사는원리금수취권매매중개서비스개시이전으로본수수료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 투자자 및 대출자 고객별 수수료 및 부대비용 현황(계속)
(단위: %, 원)

기준일자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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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수료종류) 수수료율 (정액일경우금액)

연계대출관련

연계대출취급수수료

□ 면밀한 대출심사결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출자고객님께적용합니다.  
□ 상품유형에따라①대출실행일에납부, ②매상환일에납부, ③대출만기일에납부하시는방법이있습니다. 
□ 심사과정에서협의가진행되며, 납부시기조율이가능합니다. 
□ 수수료율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부동산담보대출: 4.00% 이내
〮 부동산PF대출: 6.00% 이내
〮 어음 〮매출채권담보대출: 3.00% 이내
〮 법인신용대출: 4.00% 이내
〮 기타담보대출(동산담보 등): 6.00% 이내
〮 개인신용대출: 3.0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상품및대출심사결과를기반으로상품별로책정됩니다. 
□ 중도상환원금및해당대출채권의잔존일수등을고려하여수취합니다.

〮 부동산담보대출: 3.00% 이내
〮 부동산PF대출: 1.00% 이내
〮 어음 〮매출채권담보대출: 2.00% 이내
〮 법인신용대출: 2.00% 이내
〮 기타담보대출(동산담보 등): 1.00% 이내
〮 개인신용대출: 2.00% 이내

기타부대비용

제증명서발급수수료 : 발급건수당 1만원이내
담보권설정비용 : 실비부담
담보물점유〮보전〮관리비용 : 실비부담
신용조회비용 : 실비부담
기타비용 : 실비부담

부수업무관련 당사는부수업무신고및개시이전으로본수수료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6. 회사 내부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현황

□ 회사는대출자및투자자보호를위하여법규에따라이해상충이발생하지않도록법령에기반한내규시행, 준법감시조직운영, 잠재요인들이내부에경영진까지보고

및공유될수있는내부보고및심의프로세스를구축하여전사적인관점에서발생가능성을면밀히차단하고있습니다.

□ 전사적으로 잠재적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겸직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 직무별 이해상충이 발생 가능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숙지하도록 합니다. 

□ 준법감시조직에서법규및내규준수여부및이해상충요인이존재하는지여부를상시적으로확인하고점검합니다. 

□ 회사는특수관계인, 임직원에대한대출을엄격히금지하고점검하고있습니다. 

어니스트펀드가파산하더라도어니스트펀드와대출자가체결한대출계약은소멸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고객은여전히원리금상환의무를가지며, 투자자의원리금수취권도법적으로보호받습니다. 다만, 부도에따라원리금수취및배분의주체가달라질수는있습니다.
어니스트펀드는청산시에도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국내공신력있는법무법인광장과대출원리금상환및배분, 대출및투자계약의관리등에대한위탁계약을체결하여안정적으로계약
이행을유지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고있습니다.

구분
수탁자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기타

원리금 상환・배분업무에 관한 계획

법무법인 광장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계획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계획

그 밖의 사항

8.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위탁 현황

7.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사의 투자금에 대한 예치기관 운영 현황

구분
예치기관

은행 저축은행 증권금융 기타

연계투자예치금 신한은행

연계투자신탁금 신한은행

기준일자 2023.04.30

기준일자 2023.04.30

기준일자 2023.04.30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사업실행체계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1. 상품별 연계대출 현황*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상품취급현황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기준일자 2023.04.30

*    신규상품취급을잠정적으로중단하거나아주제한적으로취급하여연체중인채권위주로남아있는상품유형의경우공시된연체율이높습니다. 
((구)개인신용, 동산담보, 홈쇼핑, 일반법인신용, 법인부동산담보, 소형PF, NPL은신규상품취급중단또는매우제한적취급중)

**  (누적제각액 + 누적매각손실액) / 누적대출액
*** (구)개인신용상품은 ’18년 7월을마지막으로잠정적취급중단하였고, 새롭게리뉴얼된개인신용상품은새로운대출고객군을대상으로강화된개인신용평가모형을적용하여

’22년 7월중취급재개하여두개의세부상품을구분하였습니다.

분류 세부 상품 구분 누적연계대출금액 연계대출잔액 평균금리 연체채권잔액 연체율 손실률**

어음·매출채권 담보
SCF 366,188,180,000 3,400,000,000 7.74% - 0.00% 0.00%

기타 어음매출채권담보 6,650,000,000 - 0.00% - 0.00% 7.44%

부동산PF
중대형PF 467,328,030,000 25,122,885,960 15.15% 450,000,000 1.79% 3.42%

소형PF 77,133,000,000 1,035,174,100 15.90% 35,174,100 3.40% 4.86%

부동산담보

개인부동산담보 171,714,000,000 10,867,718,463 10.72% 146,718,463 1.35% 0.23%

법인부동산담보 117,889,030,000 17,279,080,000 14.45% 3,900,000,000 22.57% 1.01%

NPL 18,860,000,000 - 0.00% - 0.00% 8.08%

개인신용
(구)개인신용 51,099,500,000 - 0.00% - 0.00% 8.21%

개인신용 11,414,000,000 9,186,000,000 10.75% 204,500,000 2.23% 0.00%

법인신용
면세점 22,000,000,000 3,149,017,833 7.00% 3,149,017,833 100.00% 0.00%

일반 법인신용 18,071,000,000 - 0.00% - 0.00% 11.90%

기타담보 동산담보 1,660,000,000 335,998,281 11.00% 335,998,281 100.00% 7.90%

합계 1,330,006,740,000 70,375,874,637 12.98% 8,221,408,677 11.68% 2.24%



2.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1) 누적 연계대출 금액

(2) 연계대출 잔액

(단위: 원)

(단위: 원)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상품취급현황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기준일자 2023.04.30

구분 세부 상품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04월

어음·매출채권 담보
SCF 45,649,380,000 132,280,180,000 214,082,180,000 287,803,180,000 350,193,180,000 366,188,180,000 

기타 어음매출채권담보 5,050,000,000 5,050,000,000 6,650,000,000 6,650,000,000 6,650,000,000 6,650,000,000 

부동산PF
중대형PF 105,370,000,000 257,503,410,000 377,440,180,000 432,937,660,000 464,217,740,000 467,328,030,000 

소형PF 20,820,000,000 62,750,000,000 73,413,410,000 76,000,000,000 76,133,000,000 77,133,000,000 

부동산담보

개인부동산담보 46,452,000,000 112,517,000,000 138,832,000,000 152,374,000,000 170,384,000,000 171,714,000,000 

법인부동산담보 43,350,000,000 81,800,000,000 96,200,000,000 97,160,000,000 117,773,210,000 117,889,030,000 

NPL 16,560,000,000 18,860,000,000 18,860,000,000 18,860,000,000 18,860,000,000 18,860,000,000 

개인신용
(구)개인신용 51,099,500,000 51,099,500,000 51,099,500,000 51,099,500,000 51,099,500,000 51,099,500,000 

개인신용 - - - - 11,414,000,000 11,414,000,000 

법인신용
면세점 - - - 7,500,000,000 22,000,000,000 22,000,000,000 

일반 법인신용 630,000,000 15,581,000,000 18,071,000,000 18,071,000,000 18,071,000,000 18,071,000,000 

기타담보
(어음·매출채권 담보 제외)

동산담보 - 300,000,000 1,660,000,000 1,660,000,000 1,660,000,000 1,660,000,000 

합계 334,980,880,000 737,741,090,000 996,308,270,000 1,150,115,340,000 1,308,455,630,000 1,330,006,740,000 

구분 세부 상품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월 2023년 04월

어음·매출채권 담보
SCF 6,770,000,000 10,250,000,000 9,013,000,000 7,500,000,000 7,600,000,000 3,400,000,000 

기타 어음매출채권담보 2,050,000,000 - - - - -

부동산PF
중대형PF 60,801,000,000 119,561,660,000 123,919,856,186 60,590,452,918 27,432,685,960 25,122,885,960 

소형PF 8,870,000,000 24,184,190,751 15,927,059,251 2,151,956,000 35,174,100 1,035,174,100 

부동산담보

개인부동산담보 34,206,000,000 39,460,200,000 16,176,900,000 10,203,000,000 15,898,000,000 10,867,718,463 

법인부동산담보 30,850,000,000 28,100,000,000 9,450,000,000 2,413,463,620 17,383,260,000 17,279,080,000 

NPL 10,715,833,504 2,591,817,437 2,573,703,794 363,703,794 - -

개인신용
(구)개인신용 14,099,557,139 3,144,417,256 278,153,269 - - -

개인신용 - - - - 10,348,500,000 9,186,000,000 

법인신용
면세점 - - - 4,000,000,000 3,600,000,000 3,149,017,833 

일반 법인신용 - 9,045,070,047 3,194,686,981 289,138,552 - -

기타담보
(어음·매출채권 담보 제외)

동산담보 - 300,000,000 1,120,854,649 398,580,781 341,878,281 335,998,281 

합계 168,362,390,643 236,637,355,491 181,654,214,130 87,910,295,665 82,639,498,341 70,375,874,637 



3.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단위: 원)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상품취급현황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04월

어음·매출채권 담보

SCF

총 연계대출잔액 6,770,000,000 10,250,000,000 9,013,000,000 7,500,000,000 7,600,000,000 3,400,000,000 

총 연체채권잔액 - - - - - -

연체율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어음매출채권담보

총 연계대출잔액 2,050,000,000 - - - - -

총 연체채권잔액 - - - - - -

연체율 0.00%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PF

중대형PF

총 연계대출잔액 60,801,000,000 119,561,660,000 123,919,856,186 60,590,452,918 27,432,685,960 25,122,885,960 

총 연체채권잔액 - - 6,127,100,000 11,617,323,251 - 450,000,000 

연체율 0.00% 0.00% 4.94% 19.17% 0.00% 1.79%

소형PF

총 연계대출잔액 8,870,000,000 24,184,190,751 15,927,059,251 2,151,956,000 35,174,100 1,035,174,100 

총 연체채권잔액 - 734,190,751 7,013,649,251 78,000,000 35,174,100 35,174,100 

연체율 0.00% 3.04% 44.04% 3.62% 100.00% 3.40%

부동산담보

개인부동산담보

총 연계대출잔액 34,206,000,000 39,460,200,000 16,176,900,000 10,203,000,000 15,898,000,000 10,867,718,463 

총 연체채권잔액 - - 106,000,000 - 120,000,000 146,718,463 

연체율 0.00% 0.00% 0.66% 0.00% 0.75% 1.35%

법인부동산담보

총 연계대출잔액 30,850,000,000 28,100,000,000 9,450,000,000 2,413,463,620 17,383,260,000 17,279,080,000 

총 연체채권잔액 - 10,000,000,000 6,600,000,000 1,453,463,620 1,220,000,000 3,900,000,000 

연체율 0.00% 35.59% 69.84% 60.22% 7.02% 22.57%

NPL

총 연계대출잔액 10,715,833,504 2,591,817,437 2,573,703,794 363,703,794 - -

총 연체채권잔액 - 2,591,817,437 2,573,703,794 363,703,794 - -

연체율 0.00% 100.00% 100.00% 100.00% 0.00% 0.00%

개인신용

(구)개인신용

총 연계대출잔액 14,099,557,139 3,144,417,256 278,153,269 - - -

총 연체채권잔액 902,830,072 313,595,124 95,922,685 - - -

연체율 6.40% 9.97% 34.49% 0.00% 0.00% 0.00%

개인신용

총 연계대출잔액 - - - - 10,348,500,000 9,186,000,000 

총 연체채권잔액 - - - - 5,000,000 204,500,000 

연체율 0.00% 0.00% 0.00% 0.00% 0.05% 2.23%

법인신용

면세점

총 연계대출잔액 - - - 4,000,000,000 3,600,000,000 3,149,017,833 

총 연체채권잔액 - - - - 3,000,000,000 3,149,017,833 

연체율 0.00% 0.00% 0.00% 0.00% 83.33% 100.00%

일반 법인신용

총 연계대출잔액 - 9,045,070,047 3,194,686,981 289,138,552 - -

총 연체채권잔액 - 149,170,033 2,234,810,404 289,138,552 - -

연체율 0.00% 1.65% 69.95% 100.00% 0.00% 0.00%

기타담보
(어음·매출채권 담보 제외)

동산담보

총 연계대출잔액 - 300,000,000 1,120,854,649 398,580,781 341,878,281 335,998,281 

총 연체채권잔액 - - 643,363,172 398,580,781 341,878,281 335,998,281 

연체율 0.00% 0.00% 57.40% 100.00% 100.00% 100.00%

합계

총 연계대출잔액 168,362,390,643 236,637,355,491 181,654,214,130 87,910,295,665 82,639,498,341 70,375,874,637 

총 연체채권잔액 902,830,072 13,788,773,345 25,394,549,306 14,200,209,998 4,722,052,381 8,221,408,677 

연체율 0.54% 5.83% 13.98% 16.15% 5.71% 11.68%



기준일자 2023.04.30

4. 회사의 자기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단위: 원, %)
(1) 자기계산으로한 연계투자현황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상품취급현황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 2022년확정재무제표기준자기자본대비자기계산연계투자금액비율 : 1.18%

분류 세부 상품 구분 누적연계투자금액 연계투자잔액
누적자기계산
연계투자금액

자기계산
연계투자잔액

자기자본대비
자기계산연계투자

금액비율*
평균금리 연체율

어음·매출채권 담보
SCF

기타 어음매출채권담보

부동산PF
중대형PF 3,373,460,000 406,706,559 474,000,000 81,180,061 1.06% 14.23% 0.00%

소형PF 200,000,000 200,000,000 9,000,000 9,000,000 0.12% 16.00% 0.00%

부동산담보

개인부동산담보

법인부동산담보

NPL

개인신용
(구)개인신용

개인신용

법인신용
면세점

일반 법인신용

기타담보 동산담보

합계 3,573,460,000 606,706,559 483,000,000 90,180,061 1.18% 14.81% 0.00%



(2-2) 그 밖에연계투자상품현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021년 8월 26일자등록 이전거래들만별도집계)

(2-1) 그 밖에연계투자상품현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2021년 8월 26일자등록이후 거래들만별도집계)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상품취급현황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4. 회사의 자기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자 2023.04.30

분류 세부 상품 구분 누적연계투자금액 연계투자잔액 평균금리 연체율

어음·매출채권 담보
SCF 102,785,000,000 3,400,000,000 7.74% 0.00%

기타 어음매출채권담보 - - 0.00% 0.00%

부동산PF
중대형PF 51,652,800,000 21,284,594,002 14.93% 2.11%

소형PF 933,000,000 800,000,000 16.00% 0.00%

부동산담보

개인부동산담보 23,327,000,000 10,867,718,463 10.72% 1.35%

법인부동산담보 21,689,030,000 16,279,080,000 14.44% 17.81%

NPL - - 0.00% 0.00%

개인신용
(구)개인신용 - - 0.00% 0.00%

개인신용 11,414,000,000 9,186,000,000 10.75% 2.23%

법인신용
면세점 21,500,000,000 3,149,017,833 7.00% 100.00%

일반 법인신용 - - 0.00% 0.00%

기타담보 동산담보 - - 0.00% 0.00%

합계 233,300,830,000 64,966,410,298 12.79% 10.54%

분류 세부 상품 구분 누적연계투자금액 연계투자잔액 평균금리 연체율

어음·매출채권 담보
SCF 263,403,180,000 - 0.00% 0.00%

기타 어음매출채권담보 6,650,000,000 - 0.00% 0.00%

부동산PF
중대형PF 412,301,770,000 3,431,585,399 16.50% 0.00%

소형PF 76,000,000,000 35,174,100 13.00% 100.00%

부동산담보

개인부동산담보 148,387,000,000 - 0.00% 0.00%

법인부동산담보 96,200,000,000 1,000,000,000 14.50% 100.00%

NPL 18,860,000,000 - 0.00% 0.00%

개인신용
(구)개인신용 51,099,500,000 - 0.00% 0.00%

개인신용 - - 0.00% 0.00%

법인신용
면세점 500,000,000 - 0.00% 0.00%

일반 법인신용 18,071,000,000 - 0.00% 0.00%

기타담보 동산담보 1,660,000,000 335,998,281 11.00% 100.00%

합계 1,093,132,450,000 4,802,757,780 15.67% 28.55%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재무현황등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1) 요약재무상태표

구분 당해 연도 (최근 결산연도인 2022년) 직전연도 (2021년)

영업수익 5,118,486,147 7,864,829,229

영업비용 9,690,643,287 9,714,651,904

영업이익 -4,572,157,140 -1,849,822,675

영업외수익 246,089,827 4,306,849,942

영업외비용 6,982,996,589 1,857,110,28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1,309,063,902 599,916,987

법인세비용 0 0

당기순이익 -11,309,063,902 599,916,987

(단위: 원, %)

기준일자 2022.12.31연도별 재무 및 실행규모 현황

(2)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원, %)

구분
당해연도

(최근 결산연도인 2022년)
구성비 직전연도 (2021년) 구성비

자산

현금 및 예치금 2,266,525,145 8.36% 12,245,203,427 31.34%

유가증권 12,331,518,097 45.51% 17,199,667,493 44.02%

단기대여금 및 수취채권 2,196,485,287 8.11% 1,220,147,285 3.12%

유형자산 83,259,020 0.31% 152,704,842 0.39%

기타자산 10,219,912,820 37.72% 8,253,811,849 21.12%

자산총계 27,097,700,369 100.00% 39,071,534,896 100.00%

부채

차입부채 10,732,014,030 39.60% 12,394,817,393 31.72%

기타부채 8,740,846,535 32.26% 7,742,688,797 19.82%

부채총계 19,472,860,565 71.86% 20,137,506,190 51.54%

자본

납입자본금 121,515,000 0.45% 121,059,000 0.31%

자본잉여금 33,625,028,625 124.09% 33,091,132,880 84.69%

이익잉여금 -26,121,703,821 -96.40% -14,812,639,919 -37.91%

자본조정 0 0.00% 534,476,745 1.37%

자본총계 7,624,839,804 28.14% 18,934,028,706 48.46%

부채 및 자본총계(총자산) 27,097,700,369 100.00% 39,071,534,896 100.00%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재무현황등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재무 및 실행규모 현황

취급업무
2022년 2021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연계
대출
업무

부동산PF 31,413,080,000 19.8% 58,084,070,000 37.8%

부동산 담보 38,623,210,000 24.4% 14,502,000,000 9.4%

기타 담보
(어음・매출채권 담보 제외)

- 0.0% - 0.0%

어음・매출채권 담보 62,390,000,000 39.4% 73,721,000,000 47.9%

개인 신용 11,414,000,000 7.2% - 0.0%

법인 신용 14,500,000,000 9.2% 7,500,000,000 4.9%

소계 158,340,290,000 100.0% 153,807,070,000 100.0%

기타
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

소계

합계 158,340,290,000 100.0% 153,807,070,000 100.0%

해당사항없음

(3) 취급업무별영업실적(연간취급액기준) (단위: 원, %)

기준일자 2022.12.31



㈜어니스트펀드의법정공시자료 – 상담이용방법
*본자료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제10조에근거하여작성되었습니다

고객 상담 이용 방법

상담방식 업무시간 연락처

전화

평일 10~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02-565-8856 

이메일 contact@honestfund.kr 

홈페이지

www.honestfund.kr 

‘고객지원’ 메뉴 1:1문의하기

기준일자 2023.04.30

http://www.honest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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