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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위험 고지(청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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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식회사 아시아크라우드펀딩(이하 “아시아크라우드”)에 청약 주문을 하기 전,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아시아크라우드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교부 내용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

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부담하는 설명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와 유사한 효력을 지닙니다. 

 

1. 투자자는 본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되므로 원금손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

다. 따라서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발행인이 제시한 예상 수익과, 귀하가 예상

하거나 기대하는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투자자는 아시아크라우드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

과 온라인소액투자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위 발행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청약 거래의 중개 역할만 하므로, 직

접 증권을 발행하거나 주금을 납입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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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

료 전에 정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 투자자는 아시아크라우드가 온라인소액중개 플랫폼으로써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단순 중개자로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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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며, 따라서 증

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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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를 제외하고

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7. 투자자는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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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크라우드 웹사이트 이

용료 등)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증권금융 등 투자예치금 계좌에 청약증거금 용도의 자금을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하거나, 전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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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크라우드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법적으로 설정 가능한) 청약 시 합리적으로 명확한 기준(선착순, 금액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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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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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보와 투자설명서에서 작성된 내용에 근거하여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며, 아시아크라우드 

에서 발행되는 모든 증권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자 위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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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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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핵심 정보 

1. 발행기업의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덕창산업 업종    제조업 / 플라스틱물질 외 

대표자 양 옥 진 주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 5 길 67 

설립일 2018 년 08 월 08 일 자본금 750,000,000 원(2020. 03. 20. 기준) 

임직원 수 6 명 발행주식수 7,500,000 주 

홈페이지 - 액면가 100 원 

 

2. 투자 핵심 정보 

1) 회사 소개 

▶ ㈜덕창산업은 재생 플라스틱 원료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 국내 유일 Nylon 용융기술 보유 

- 국내 최대 규모(월 500톤) 압출 공장 

- 해외 원자재 공급처 확보 및 안정적 제품 판매처  

 

2)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요약 정보 

기업 가치 4,723,994,556 원(DCF 평가) 

목표 모집 금액 100,000,000 원 증권의 종류 보통주 

청약 시작일 2020-03-25 현 발행주식수 7,500,000 주 

청약 종료일 2020-04-28 발행예정 주식수 250,000 주 

납입일(+8) 2020-05-13 배정지분율 3.23% 

발행일(+9) 2020-05-14 액면가 100 원 

교부일(+21) 2020-06-01 발행가액 400 원 

 

3) 자금사용 목적 

구 분 금액(원) 

원재료 구입비                                             100,000,000  

합 계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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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 요인 

① 사업 위험 

[운영위험] 

덕창산업이 영위하는 사업은 해외에서 원재료 수급 후 보유 기술과 설비를 활용하여 재생 플라스틱 원재료를 생

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으로 원재료의 수급 환경과 환율 등 구매 단가의 변동과 당사의 기술을 모방한 국내외 경

쟁사의 제품이 출시될 경우 단가 경쟁이 치열해 질 경우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 원금손실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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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사업의 특성 상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 손실의 위

험이 클 수 있습니다. 

- 투자회수위험 

금번 청약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증권은 비상장증권의 특성 상 유동성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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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가능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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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발행 정보 

1. 모집 관련 일반사항 및 모집증권의 내용 

주식회사 덕창산업은 2020년 3월 17일 오후 2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보통주식 250,000주를 온라인소액투자증

권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 증권의 내용 및 일정 

기업 가치 4,723,994,556 원(DCF 평가) 

목표 모집 금액 100,000,000 원 증권의 종류 보통주 

현 발행주식수 7,500,000 주 액면가 100 원 

발행예정 주식수 250,000 주 배정 지분율 3.23% 

주당 발행가액 400 원 최소 청약단위 1,000 주 이상(400,000 원) 

청약 기간 2020-03-25~04-28. 신주 배당기산일 2020-01-01 

증권 발행일 2020-05-14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증권 교부일 2020-06-01 신주 배정방법 모집총액 내 청약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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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집가격 결정 방법 

① 발행기업의 추정 손익계산서 

구 분(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 5,310                       19,116                     59,472                     

매출원가 2,447                       11,230                     46,728                     

매출 총이익 2,863                       7,886                       12,744                     

판매비와 관리비 1,038                       3,967                       6,723                       

영업이익 1,825                       3,919                       6,021                       

영업외 손익 91-                          136-                         181-                         

법인세차감전이익 1,734                       3,783                       5,840                       

법인세등 381                         832                         1,284                       

당기순이익 1,353                       2,951                       4,556                       
 

[추정근거] 

덕창산업은 국내 유일의 Nylon 용융 기술을 활용하여 폐플라스틱 등 원재료를 가공하여 고순도 Nylon Pellet 및

PA Compound를 생산하여 해외 등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수급계약과 생산설비의 Capa를 기반으

로 판매 예측한 매출로 향후 3개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매출 추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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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월간 생산 Capa(톤) 500                                900                                1,400                              

톤 당 Pellet 판매가격(원) 1,770,000                         1,770,000                         1,770,000                         

가동 월(개월) 6                                   12                                 12                                 

Pellet 판매 매출(백만원) 5,310                              19,116                            29,736                            

Compound 판매 매출(백만원) -                                   -                                   29,736                            

- 2020년 현재 월간 생산 Capa는 500톤이며, 생산설비 증설을 통해 2021년 900톤, 2020년 1,400톤으로 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은 원재료 수급계약 현황을 반영하여 6개월 가동을 반영하였습니다. 

- 현재 공급계약을 기반으로 Pellet 제품은 톤당 $1,500, Compound 제품은 톤당 $3,000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기준 환율은 1,180원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산출 근거 

- 매출원가는 원재료비용, 가공비용, 노무비, 운송 및 통관비용 등을 계산하여 추정하였으며, 3개년 간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투자액 95억원을 60개월 정액법으로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판매관리비는 현재 기준의 판매관리비를 기반으로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추가 투입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를 반

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② 기업가치 평가 및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이번 공모에 적용되는 ㈜덕창산업의 1주당 발행가격은 발행기업의 자체적인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발행기업이 제시한 손익의 3개년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DCF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 분(단위: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세후 당기순이익 1,353                       2,951                       4,556                       

적용할인율(10%) 0.9091                     0.8264                     0.7513                     

현재가치 1,230                       2,439                       3,423                       

재무부채(2019년 결산) 2,368                       기업가치 4,724                      

* 3개년 사업계획에 따른 현재가치 7,092백만원에서 2019년말 기준 재무부채 2,368백만원을 차감한 4,724 백만원

을 기업가치로 산출한 후 현재 발행주식 수와 발행예정 주식 수의 합계인 7,750,000주로 나눈 주당 기업가치는 

610원입니다.  

* 위 주당 기업가치에 사업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34.4%를 반영하여 결정된 주당 발행가액은 400원입니다. 

 

3) 자금의 사용 목적 

금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될 자금은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 분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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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구입비                                           100,000,000  

합 계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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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asiacrowd.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실명인증, 주식계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투자회원 인증을 받은 후 투

자예치금 계좌(한국증권금융)에 청약증거금을 입금하여 청약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

자는 기업당 500만원, 소득요건구비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크라우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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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거래의 중개 역할

만 함으로, 직접 증권을 발행하거나 주금을 납입 받지 않습니다. 또한 아시아크라우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플

랫폼으로써 단순 중개자 역할만 수행함으로 투자 손실의 위험을 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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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

시장법 시행령(68조⑤13의4)에 따라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투자자 통지 및 청약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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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모집 예정 

금액의 80% 미달 시 증권 발행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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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으로 기재된 정보에 의존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이고 세밀한 판단에 의

해서 투자 결정을 진행하시고 본 투자 결과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6)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덕창산업이 영위하는 사업은 해외에서 원재료 수급 후 보유 기술과 설비를 활용하여 재생 플라스틱 원재료를 생

http://www.asiacrow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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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으로 원재료의 수급 환경과 환율 등 구매 단가의 변동과 당사의 기술을 모방한 국내외 경

쟁사의 제품이 출시될 경우 단가 경쟁이 치열해 질 경우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위험 

① 원금손실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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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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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하고는 투자 회수 방

안이 극히 제한적이며, 배당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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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업 정보 

 

핵심포인트 

경쟁사와 다른 뛰어난 역량 

국내 유일의 Nylon 용융 기술 보유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별점 

원자재를 해외에서 저가에 구매 할 수 있는 네트웤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원자재의 수급이 안

정되어 있습니다. 

생산품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안정된 납품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사대비 자사 강점 

월 500t 규모의 국내 최대의 생산 시설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수율을 확보할수 있는 뛰어난 개발, 관리인력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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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창산업 스토리 

 

2018년 설립된 (주)덕창산업은 선형경제에서 탈피하

여 순환경제로 이행하는 산업 구조변화에 앞장서 나

아가는 첨병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산업은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

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이며 지속 성장하는산

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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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8. 08.  ㈜ 덕창산업 법인 설립 

2019. 06.  양옥진 대표이사 취임 

2020. 01.  설비 증설 월간 250t 에서 월 500t으로 생산증대 

          중국 명신사와 공급 계약 

          KnP사와 원자재(Pa6) 월 180Ton 구매 계약 

2020. 02.  자본금 5000만원에서 7.5억원으로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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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나일론이란? 

나일론(nylon)이란 합성수지 중의 하나이며, 스타킹 등에 

쓰인다.  

때때로 가야금등의 국악기의 줄을 만들때도 쓴다.  

1935년에 발명되었다. 

 

역사 

나일론을 발명한 월리스 캐러더스는 회사 듀폰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줄리안힐을 비롯한 연구원들

과 함께  3-16 폴리머라는 합성고무를 연구하고 있

었다.  

그런데 3-16 폴리머의 한 플라스틱 섬유를 당겼는데

도 끊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고 놀란 줄리안 힐은 한 동료와 함께 그 섬

유를 잡아당겼다. 그런데 아주 길게 당겼는데도 끊

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3-16 폴리머로는 옷을 만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약한 열에도 금방 녹아버려서 다림질을 하

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후 캐러더스와 연구팀은 1935년 인조 비단을 만

들어냈다. 1938년에 연구팀은 나일론을 발표하였으

며, '공기와 석탄과 물에서 만들어내며, 강철보다 강하다'라고 해서 주목받았다.   

최초에는 아디핀산[HOOC-(CH2) 6-NH2]의 탈수축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1939년이 

되어서야 '나일론 6'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섬유가 대량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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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나일론은 흡습성의 고분자이다. 수분율이 물성 및 치수안정성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분자구조내의 아미드 결합에 의하여 특징이 나타나는데 화학 구조상 A=CH₂/NHCO의  

비율에 따라 물성경향을 예측 할 수 있다. 

*나일론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물성변화가 생긴다. 

*분자 구조내에 AROMATIC GROUP을 가지는 경우 기계적, 열적 성질이 매우 향상된다. 

*다양한 모노머를 사용하여 특징적인 물성을 가지는 공중합 나일론을 만들수 있다. 

*고화시의 결정 패턴이 물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성형시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 

*GF를 강화하면 기계적 강도및 열적 특성 내후성등을 현격하게 개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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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창의 생산품 

나일론 스크럽의 재생압출공정으로 PA6, PA66 컴파운드를 생산합니다. 

 

주요 원 재료 

폐기 된 어망과 로프를 선별 및 세척하여 재활용 기반 

폴리아미드를 생산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버려진 폐기 어망과 로프를 수거하여 

해양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한해 100만여대의 말소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엔진커

버(폴리아미드6, 66) 및 내장, 외장재의 자원을 재활용

을 할수 있읍니다. 

 

 

재활용 나일론 사용을 통해 순수 나일론을 만드는데 

필요한 석유 사용일 줄일 수  

있습니다. 버린 원단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양

이 줄고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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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6, PA66 사용분야 

자동차, 전자&전기, 가구 및 포장에 이르는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고성능 폴리아미드6 및 폴

리아미드66 소재 제품군입니다. 

사출성형, 블로우 몰딩 및 압출용으로 사용범위가 넓

습니다. 

 

사무용 의자 팔걸이, 좌석, 등받이, 받침대용 등으로 

강도가 높고 내충격성 및 사출형성이 뛰어난 가공성

을 가집니다. 

 

 

소비재의 옥외 전력 장비 부터 엔지니어링 소재에 

사용됨. 전기톱 및 엔진커버, 연료 및  

가스탱크 시스템, 흡기 매니폴드 등에 다방면으로 사

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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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인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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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소재별 기업 분류 

 

 

 

Nylon 재생의 강점 

*타 재생 소재에 비해 Margin 이 큼          

*제조 공정의 어려움으로 독점화 가능       

*수요처의 규모 및 다변화 

 

타사대비 덕창의 강점 

*최대 생산지(미국)로 부터 Scrap 대량 확보(안정적인 원자재공급) 

                         KnP사와 원자재(Pa6) 월 180Ton 구매 계약   

*최대 기술 보유국(중국)으로 부터 기술 이전 완료    

*대규모 생산에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 대처가 유연함 

*Nylon 용융 기술 보유 국내 유일 

*해외 안정적 판매처 확보(중국 명신사와 공급 계약) 

*국내 최대 압출 공장(월 500Ton)  

*관련 분야 개발 인력 확보로 우수한 개발능력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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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업이 성장 산업인 이유 

선형경제 에서 순환경제 방식으로 변화 

선형경제 

자원 채취, 대량 생산, 폐기로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 

 

 

 

 

 

 

 

 

 

 

순환경제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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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재활용의 산업화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오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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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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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국내) 

산업별, 수지별 월간 PA Compound 시장 규모(신재) 

 

 

산업별, 수지별 월간 PA Compound 시장 규모(신재&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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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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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모음 

  
https://woman.donga.com/List/3/05/12/1996413/1 

  
https://www.stylezineblog.com/3390 

  

http://www.chemi-in.com/363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34318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161333142387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26&t_num=13608604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011711023355289a1f309431_1&md=20200117143637_R 

  
http://www.fashionbiz.co.kr/TN/?cate=2&recom=2&idx=176906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0318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286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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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Price(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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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Vision 

 

핵심인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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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현황 

1. 대표이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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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현황 

2. 대차대조표(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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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현황 

2. 대차대조표(2019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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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현황 

3. 손익계산서(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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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현황 

3. 손익계산서(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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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현황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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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총수 

구분 보통주 우선주 합계㈜ 비고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50,000,000 
 

Ⅱ. 기발행주식수  7,500,000   7,500,000   

Ⅲ. 기간소주식수         

   1. 감자         

   2. 이익의 소각         

   3. 상환주식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 수   7,500,000    7,500,000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7,500,000    7,500,000   

- 현재 ㈜덕창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발행근거 마련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중에 있으며, 청약마감일 이전에 정관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 자본금 및 변동현황 (2020. 3. 25. 기준) 

- 자본금 

구분 종류 재무제표 자본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유통주식의 액면총액 

기명식 보통주 750,000,000 원 750,000,000 원 750,000,000 원 
 

- 자본금 변동 현황 

일자 형태 종류 수량㈜ 액면(원) 발행가(원) 비고 

2018. 08. 설립 보통주    500,000       100        100  설립자본금 

2020. 03. 증자 보통주    7,000,0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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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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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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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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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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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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사의 인적사항 / 주요경력 비고 

 양옥진 현) 주식회사 덕창산업 대표이사 대표이사 

 강태정 현) 주식회사 덕창산업 사내이사 사내이사 

  강준우 현) 주식회사 덕창산업 사내이사 사내이사 

강두식 현) 주식회사 덕창산업 사내이사 사내이사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지 않음 

3) 감사 

   - 현재 ㈜덕창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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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옥진 최대주주 보통주 7,500,000 100.0% 대표이사 

합계 7,500,000 100.0%    

*. 주식회사 덕창산업은 최대주주법인 및 지배구조 해당사항 없음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분포 

주주명 관계 주식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양옥진 최대주주 보통주 7,500,000 100.0% 대표이사 

합계 7,50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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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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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광고게재신문  일간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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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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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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투자한 금액과 상관없이 청약과 납입이 완료된 

순서로 배정됩니다. 

 

2. 마지막 순위 배정자는 모집 금액 제한선인 100,000,000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 모집금액이 100,000,000원 일 때 9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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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