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는 중소기업, 함께 여는 서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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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투자기업 "(주)에임" 신주발행 사전동의 검토의견 송부

『주식회사 에임 외부투자 사전 안내의 건(에임 제17-015호, 2017.07.17)』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의견을 송부합니다.
가. 검토요청 개요
□ 요 청 자 : ㈜에임
□ 요청사항 : 신주발행 관련 사전동의 요청
○ 투 자 자 : Startupbootcamp / Startupbootcamp Fintech(싱가폴)
•“Startupbootcamp”소개
- 20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한 액셀러레이터로 현재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음
※ 해외지사별 액셀러레이팅 분야 : 암스테르담(이커머스), 베를린(에너지), 에인트호벤
(하드웨어기술), 런던(핀테크), 바르셀로나(IoT), 로마(식품), 싱가폴(핀테크) 등

- 2014 유럽 최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선정(포브스, 이코노미스트)
- 지원내용 : 현금 + 컨설팅(공간, BM진단, 투자연계, 업계 네트워크 등)
○ 투자 및 신주발행내역
주식종류 및 주식수
종류
주식수

신주발행 금액2)

구분

이름

1

현금

보통주

3,073

약20,142,352원

약6,556원

(18,064.89 USD)

(5.88 USD)

2

컨설팅1)

보통주

22,740

약149,042,652원

약6,556원

(133,670.54 USD)

(5.88 USD)

25,813

약169,185,004원

합계

(151,735.43 USD)

발행가격

지분율
1.072% 해당

1) 컨설팅의 경우 공간제공(싱가폴, 6개월)과 후속투자 연계를 포함한 현지 진출에
관한 용역계약에서 발생한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임
2) 1USD = 1,115원, 기업가치(pre) 약156억원(14,000,000 USD)

• SBA투자기업“㈜에임”개요
- 종업원수 및 품목 : 7명 / 자산관리 알고리즘 개발
- 주요 품목 :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자산관리자문
- SBA 투자현황
·투자규모 : 1억원 / 보통주 26,178주
·인수가액 : 1주당 \3,820원(기업가치pre 90억원)

나. 검토의견
□ ㈜에임의 신주발행은 Startupbootcamp( 싱가폴)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의 해외진출이 가능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후속투자 유치 활동 및 영업활동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 기 안 건 에 대 해 동의하고자 함
※ 본 신주발행가격은 약6,556원으로 SBA투자 인수가액(3,820원)보다
약171% 가치상승한 금액임

다. 향후 예정사항
□ 신주발행에 관한 동의서 날인하여 송부예정(별도 송부)

붙임 : 1. 주식회사 에임 외부투자 사전 안내 공문 1부
2. 주식회사 에임 신주발행 동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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