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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고지 

투자설명서와 아시아크라우드펀딩 페이지 내에서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투자의 의사 결정을 하셔

야 되며, 아시아크라우드펀딩에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자 위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 투자 위험 고지(청약 시 유의사항) 

본 투자위험고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 117조의 7 제 4항에 

의거하여 귀하가 주식회사 아시아크라우드펀딩(이하 “아시아크라우드”)에 청약 주문을 하기 전,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아시아크라우드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내용입니

다. 이 교부 내용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부담하는 설명의

무(자본시장법 제47조)와 유사한 효력을 지닙니다. 

 

1. 투자자는 본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되므로 원본손실 위험성이 있다

는 것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발행인이 

제시한 예상 수익과, 귀하가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투자자는 아시아크라우드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온라인소

액증권 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위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청약 

거래의 중개 역할만 하므로, 직접 증권을 발행하거나 주금을 납입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3. 투자자는 아시아크라우드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

며,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 투자자는 아시아크라우드가 온라인소액중개 플랫폼으로써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단순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을 보전하는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위험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5. 투자자는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귀하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6. 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 117 조의 10 제 7 항에 따라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7. 투자자는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

회할 수 없으며, 모집예정금액의 80% 미달 시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투자자는 기타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아시아크라우드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수수료(아시아크라 

우드 웹사이트 이용료 등)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증권금융 등 투자예치금 계좌에 청약

증거금 용도의 자금을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하거나, 전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아시아크라우드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법적으로 설정 가능한) 청약 시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

준(선착순, 금액순, 전문투자자순 등)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 

과 조건에 따라 청약의 우대 및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위 사항들은 청약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과 제도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내용 및 사

안 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사항이 전부 

기술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내용은 관계법규 및 아시아크라우드의 투자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는 청약 주문 거래와 관련된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 

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보와 투자설명서에서 작성된 내용에 근거하여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며, 

아시아크라우드에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자 위험 안내를 확인하세요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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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핵심 정보 

 

1. 발행기업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우일티에스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업 

대표자 임경환, 김이경 주소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9 길 18. 3 층 

설립일 2014 년 01 월 24 일 자본금 30,000,000 원(19. 03. 31. 기준) 

임직원 수 10 명(직영점 제외) 발행주식수 6,000 주 

홈페이지 www.wooil-ts.co.kr  액면가 5,000 원 

 

2. 투자 핵심 정보 

 

1) 회사 소개 

▶ ㈜우일티에스는 고객, 점주, 본사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카페 경영전문가 그룹입니다. 

- 사내 카페 및 매점 위탁운영 

- 프랜차이즈 개설 

- 커피 등 카페 식자재 관련 유통 사업 

 

2)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요약 정보 

기업 가치 2,231,241,019 원(DCF 평가) 

목표 모집 금액 490,000,000 원 증권의 종류 보통주 

청약 시작일 2019-04-19 현 발행주식수 6,000 주 

청약 종료일 2019-05-03 발행예정 주식수 2,000 주 

납입일(+8) 2019-05-16 배정지분율 25.00% 

발행일(+9) 2019-05-17 액면가 5,000 원 

교부일(+21) 2019-06-04 발행가액 245,000 원 

http://www.wooil-ts.co.kr/


3) 자금사용 목적 

구 분 금액(원) 

중국사업 부문                                             244,000,000  

국내사업 부문                                             246,000,000  

합 계                                             490,000,000  

 

4) 위험 요인 

① 사업 위험 

[운영위험] 

경쟁 입찰방식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 수주 상황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보 둔화로 인해 운영 상

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 원금손실위험 

모든 투자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통해 적정한 운영 자금 

확보까지 사업의 특성 상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 투자회수위험 

비상장주식의 투자는 M&A, KSM 및 KONEX 등록을 통한 전문투자자로의 지분 매각을 제외하고

는 투자 회수 방안이 극히 제한적이며, 배당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위 투자핵심정보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여러 변수로 인해 현재의 

예측과 달라질 수 있는바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여부 판단 시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하여 발

생 가능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증권 발행 정보 

1. 모집 관련 일반사항 및 모집증권의 내용 

주식회사 우일티에스는 2019년 4월 10일 오전 11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보통주식 2,000주를 

온라인소액투자증권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 증권의 내용 및 일정 

기업 가치 2,231,241,019 원(DCF 평가) 

목표 모집 금액 490,000,000 원 증권의 종류 보통주 

현 발행주식수 6,000 주 액면가 5,000 원 

발행예정 주식수 2,000 주 배정 지분율 25.00% 

주당 발행가액 245,000 원 최소 청약단위 10 주 이상(2,450,000 원) 

청약 기간 2019-04-19~05-03. 신주 배당기산일 2019-01-01 

증권 발행일 2019-05-17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증권 교부일 2019-06-04 신배 배정방법 모집총액 내 청약순 배정 

# 아시아크라우드에 등록한 증권 계좌로 배정된 증권이 입고되며,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모집가격 결정 방법 

① 발행기업의 추정 손익계산서 

구분 (단위:원)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매출액 1,571,078,000  3,927,696,000  5,513,500,000  6,998,750,000  8,931,785,000  

매출원가 1,061,009,000  2,554,527,000  3,755,266,000  4,763,070,000  6,393,365,000  

매출 총이익   510,069,000  1,373,169,000  1,758,234,000  2,235,680,000  2,538,420,000  

판매비와 관리비   398,504,000   645,432,000   952,518,480  ,179,599,200  ,250,997,000  

영업이익  111,565,000   727,737,000   805,715,520  ,056,080,800  ,287,423,000  

영업외 비용   15,705,000    13,926,000    15,705,002    15,705,003    15,705,004  

법인세차감전이익   95,860,000   713,811,000   790,010,518  1,040,375,797  1,271,717,996  

법인세등    10,544,600   135,038,420   151,802,314   206,882,675   257,777,959  

당기순이익   85,315,400   578,772,580   638,208,204   833,493,122  1,013,940,037  



② 기업가치 평가 및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이번 공모에 적용되는 주식회사 우일티에스의 1주당 발행가격은 발행기업의 자체적인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발행기업이 제시한 손익의 5개년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DCF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분 (단위:원)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당기순이익 85,315,400    578,772,580    638,208,204  833,493,122  1,013,940,037  

적용할인율(10%) 0.9091 0.8264 0.7513 0.6830 0.6209 

현재가치 77,559,455    478,324,446    479,495,270  569,287,017     629,576,989  

기업가치                                                          2,234,243,177  

* 산출 된 기업가치를 현 발행주식 수와 발행예정 주식 수의 합계인 8,000주로 나눈 주당 기업가

치는 279,030원입니다.  

* 산출 된 주당 기업가치에 사업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12.2%를 반영하여 결정된 주당 발행가액

은 245,000원입니다. 

 

3) 자금의 사용 목적 

금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될 자금은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     분 금   액 (원) 

중국 외상투자법인 인수 및 임대차 비용                                21,000,000  

사업 직영 매장 투자                               180,000,000  

부문 로스팅센터 구축 등                                43,000,000  

소계                               244,000,000  

국내 직영 매장 및 교육장 투자                               226,000,000  

사업 공공입찰 업무비                                10,000,000  

부문 신규 메뉴 개발비 등                                10,000,000  

소계                               246,000,000  

합 계                               490,000,000  

아래의 모집 가액이 전부 납입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임으로 모집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청약 방법 

온라인소액공모에 투자를 원하시는 청약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아시아크라우드의 홈페이

지(www.asiacrowd.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실명인증, 주식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투자회원 인

증을 받은 후 투자예치금 계좌(한국증권금융)에 청약증거금을 입금하여 청약에 참여 할 수 있습니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 소득요건구비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전

문투자자는 투자한도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크라우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 가능합니다. 

 

5) 청약 시 유의사항 

① 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함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② 아시아크라우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발행인과 투자자 간 청약거

래의 중개 역할만 함으로, 직접 증권을 발행하거나 주금을 납입 받지 않습니다. 또한 아시아크라

우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플랫폼으로써 단순 중개자 역할만 수행함으로 투자 손실의 위험을 보

전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모든 위험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아시아크라우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증권의 발행조건, 투자위험내용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와 사업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하며 게재된 사항은 청약 기간 종료 전에 

정정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68조⑤13의4)에 따라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자 통지 및 청약의사 재확인이 되어야 청약이 유지됩니다. 

④ 발행되는 증권은 자본시장법 제117조 10 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⑤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

으며, 모집 예정 금액의 80% 미달 시 증권 발행이 취소됩니다. 

⑥ 본 투자설명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여러 변수로 인해 현재의 예측

과 달라질 수 있음으로 기재된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이고 세밀한 판단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진행하시고 본 투자 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6) 투자위험요소 

http://www.asiacrowd.kr/


 

1) 사업위험 

경쟁 입찰방식에 따른 위탁운영 계약 수주 상황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보 둔화로 인해 운영 상

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기타위험 

① 원금손실위험 

모든 투자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통해 적정한 운영 자금 

확보까지 사업의 특성 상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② 투자회수위험 

비상장주식의 투자는 M&A, KSM 및 KONEX 등록을 통한 전문투자자로의 지분 매각을 제외하고

는 투자 회수 방안이 극히 제한적이며, 배당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발행 회사정보 

 

1. 사업의 내용 

1) 관공서, 대학, 사내 복지 카페 등 가맹점. 

15년간 관공서, 대학, 사내 복지 카페를 전문적으로 운영해온 기업으로써 2016년 Amy’s Coffee와 

제휴하여 일반 커피 프랜차이즈까지 사업 범위 확대. 

상권, 고객 타겟 분석에 따라 각 가맹점마다 북 카페형, 디저트 카페형, 편의점형 등 차별화된 테

마 카페 운영. 

2) 중국 푸드카페 프랜차이즈 진출 추진 

중국 북경 소재 현지법인 인수 후, 상업도시, 관광지, 중국 대학가에 푸드 카페 입점 목표. 

3) 캡슐 커피 머신으로 24시간 운영 무인 카페 진행 

24시간 운영하는 캡슐 커피 머신을 도입, 지하철역 등에 설치하여 기존의 커피 자동 판매기와 차

별화된 맛과 위생 관리로써 무인카페 직영 사업 진행. 

 

 

2. 기업 스토리 

 

 

우일TS는 2004년 개인사업자를 시작으로 2014년 법인 전환, 2016년 Amy’s Coffee 브랜드와 제휴

하였습니다.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교, 재단, 지자체 등 위탁 입점 전문 커피 프랜차이즈

로써 카페, 매점, 편의점, 무인판매기 등을 개발하여 직영 및 위탁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우일티에스 주요 매장 소개] 

 

 

[주요 운영 계약 업체] 

 



[브랜드 소개] 

 

 

 

 

위탁 경영 브랜드 
 

일반 프랜차이즈 제휴 브랜드 

2016년 Amy’s Coffee 브랜드와 제휴하여 일반 프랜차이즈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실적] 

2018년 연매출 19억원 달성 

2018년 매출 1,929백만원을 달성하여 전년 매출 1,312백만원 대비 47% 성장하였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증자 재원을 활용하여 중국 시장 진출 및 국내 직영 위탁 운영점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우일티에스만의 강점 

1) 프리미엄 커피와 디저트 메뉴로 차별화 

[철저한 원두 품질 관리 / 매장 관리] 

 

- 선 주문 후 로스팅 시스템으로 신선한 원두 공급 



- 스페셜티 등급의 원두로 배합하여 최고의 로스터가 직접 로스팅 

- 월 4회 슈퍼바이저의 매장 교육 

- 전문 MD팀이 개발하여 정기적인 계정메뉴 / 신메뉴 출시 

 

[원두 소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콜롬비아 수프리모,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등의 스페셜티 등급 원두를 사용

하여 3가지 타입의 원두를 생산, 가맹점 성격에 따라 다른 원두를 사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 

및 품질 관리 

 

[메뉴 소개]  

- 디저트 메뉴 약 35 종, 음료 메뉴 약 50 여종 

- 시즌별 스페셜 신 메뉴 출시 



 

 

2) 사업 전략 

- 중국 푸드카페 프랜차이즈 진출 추진 

 



국내에서의 위탁 카페 운영 노하우로 중국 내 대학가, 북경의 중심지 등을 대상으로 직영 및 

가맹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 

http://www.edaynews.com/detail.php?number=27882&thread=01r02 

 

- 캡슐커피 머신 사업 추진 

 

[추진 배경] 

 

http://www.edaynews.com/detail.php?number=27882&thread=01r02


- Capsule coffee 시장은 2015년 1,250억 시장으로 발전 하였으며 2020년에는 2,000억 시장 예상. 

- 믹스커피는 2014년 1조 500억, 2015년 1조 200억대로 지속적인 감소세 보일 것으로 예상. 

- 직장인들의 capsule coffee 이용율 역시 지속적인 상승 추세. 

[우일티에스 캡슐 머신 주요 특징] 

- 아이스 음료 가능 

- 삼성페이, 신용카드, 교통카드 결제 가능 

- 1개의 캡슐로 1잔의 음료를 추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 공급 

- 추출 대기 시간 동안 동영상을 재생하여 광고주 모집, 매출 증대 

- 인건비 절감 

- 지하철역사/휴게실/매점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 

 

대표자 인사말 

안녕하세요. 우일TS 대표 임경환입니다. 

 

우일TS는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감동 경영을 실천하는 투명한 경영철학과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커피&식품 콘텐츠를 보유한 선진화 된 건강한 프랜차

이즈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일TS는 지역사회 고객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며 사회

적 가치를 실천하여 행복한 나눔의 부가 가치를 누리는 책임이자 동행입니다. 

 

  



2. 재무 현황 

1) 회계사 확인 및 의견표시  

 



1) 재무상태표 (제 5 기 / 2018 년 12 월 31 일) 

  



 



2)손익계산서 (제5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3) 결손금처리계산서 (제5기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4) 매출계획 (추정 손익계산서) 

구분 (단위:원)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매출액 1,571,078,000  3,927,696,000  5,513,500,000  6,998,750,000  8,931,785,000  

매출원가 1,061,009,000  2,554,527,000  3,755,266,000  4,763,070,000  6,393,365,000  

매출 총이익   510,069,000  1,373,169,000  1,758,234,000  2,235,680,000  2,538,420,000  

판매비와 관리비   398,504,000   645,432,000   952,518,480  ,179,599,200  ,250,997,000  

영업이익  111,565,000   727,737,000   805,715,520  ,056,080,800  ,287,423,000  

영업외 비용   15,705,000    13,926,000    15,705,002    15,705,003    15,705,004  

법인세차감전이익   95,860,000   713,811,000   790,010,518  1,040,375,797  1,271,717,996  

법인세등    10,544,600   135,038,420   151,802,314   206,882,675   257,777,959  

당기순이익   85,315,400   578,772,580   638,208,204   833,493,122  1,013,940,037  

 

5) 자본금 변동 현황 

일자 형태 종류 수량㈜ 액면(원) 발행가(원) 비고 

2014. 01. 설립 보통주    6,000       5,000        5,000  설립자본금 

 

6) 미상환 주식관련 사채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총수 

구분 보통주 우선주 합계㈜ 비고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4,000   24,000   

Ⅱ. 기발행주식수  6,000   6,000   

Ⅲ. 기간소주식수         

   1. 감자         

   2. 이익의 소각         

   3. 상환주식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 수   6,000    6,000   

Ⅴ. 자식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6,000    6,000   

 

2) 자본금 및 1 주당 가액 (19.03.20 기준) 

구분 종류 재무제표 자본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유통주식의 액면총액 

기명식 보통주 30,000,000 원 30,000,000 원 30,000,000 원 

 

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 해당사항 없음 

   - 이익소각 : 해당사항 없음 

   - 자기주식신탁계약 등 체결/해지 : 해당사항 없음 

 

4)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현황 

   - 우리사주조합과의 거래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우리사주조합 주식보유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사항 

   - 보통 주식 외 주식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상황주식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전환주식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전환상환우선주식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의결권 및 배당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현황 

   - 발행주식총수 : 6,000주 

   - 의결권 없는 주식 수 : 0주 

   - 증권거래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 : 0주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 수 : 0주 

   -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식 수 : 6,000주 

 

2) 최근 3 사업년도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    

   - 해당사항 없음 



 

6.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성명 이사의 인적사항 / 주요경력 비고 

 임경환 
현) 주식회사 우일티에스 / 주식회사 에이미스커피 대표 

현) 기후변화실천연대 운영위원장 등 
공동대표이사 

 김이경 현) 주식회사 우일티에스 공동 대표 공동대표이사 

 유정임 현) 주식회사 우일티에스 이사 / 최대 주주 사내이사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음 

 

3) 감사 

   - 현재 우일티에스는 감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타사항 

   - 투표제도 :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 채택하고 있지 않음 

   - 소수주주권 : 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음 

   - 경영권전쟁 : 대상기간 중 경영지배권에 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음 

 

7.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주주명 관계 주식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유정임 최대주주 보통주 6,000 100 사내이사 

합계 6,000  100    

*. 주식회사 우일티에스는 최대주주법인 및 지배구조 해당사항 없음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분포 

주주명 관계 주식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유정임 최대주주 보통주 6,000 100 사내이사 

합계 6,000  100    

 

4) 주식 사무 

결산일 12 월 31 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광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주주명부 폐쇄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권의 종류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10,000 주권 

명의개서대리인 
현재 자사가 수행 중이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 성공 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 예정 

 

8. 기타 발행 기업에 관한 사항 

1) 경영진의 형사 범죄 경력 

   - 해당사항 없음 

*. 위 항목은 자본시장법 제 24조 제 1항 제 3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한 범죄경력 내역입니다.  

 

2) 소송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그 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청약증거금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 관리] 

본 온라인소액증권 청약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한국증권금융입니다. 청약증거금은 ㈜아시아크라우

드펀딩을 예금주로 하는 한국증권금융 계좌에 예치됩니다. 이 계좌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제 4-114조에 따라 

한국증권금융과의 약정을 통해 투자자재산으로 부기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4조] 

제4-114조(청약증거금 관리계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자명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명의로 하되, “투자자재산”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증거금을 담보로 제공

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청약증거금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 117조의 8 제 5항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행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 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2) 주식 배정과 관련된 사항 

[배정 기준 및 방법] 

 

1. 모집금액 490,000,000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투자한 금액과 상관없이 청약과 납입이 완료된 

순서로 배정됩니다. 

 

2. 마지막 순위 배정자는 모집 금액 제한선인 490,000,000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 모집금액이 490,000,000원 일 때 489,000,000원 선착순 배정 후 다음 순번으로 투자한 개인투자자 홍길

동의 투자금액이 2,000,000원인 경우 – 청약한 금액이 모집 금액을 넘어서므로 홍길도 투자자에게는 

1,000,000원만 배정 처리하며, 나머지 1,000,000원은 환불 처리 합니다. 

 

3. 발행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 투자자 목록에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 하에 투자자의 자격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 환불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투자를 한 이후 청약 증거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 증거금 이체 이후 프로젝트 종료 전까지 “투자 취소” 의사를 밝힌 경우, 청약 증거금은 정해진 절차

에 따라 투자자에게 환불됩니다. 



 

2. 청약 증거금 이체 이후 프로젝트의 종료일 기준 투자된 금액이 모집 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청약 증

거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환불됩니다. 

 

3. 청약 증거금 이체 이후 프로젝트의 종료일 기준 투자된 금액이 모집 금액의 80%보다 높았으나, 종료 후 

투자자 배정 과정 (증권계좌 및 실명확인증표 확인)에서 최종 배정 결과가 모집 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예정된 배정일 이후 청약 증거금은 투자자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