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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어헤드
온ㆍ오프라인 18호 상품 투자 설명서

온라인몰적기판매! 공간활용갑, 타워팬(타워형선풍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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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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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금액 100,000,000원

투자 기간 5개월

투자 수익 (세전) 5,833,333원 (연 14.0%)

대출 희망 기한 2020. 06. 25 (목)

원금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이자지급 방식 매월 25일에 지급

차주 ㈜웰**

판매/납품 상품 스타일리스타워팬(타워형 선풍기)

공급 업체 G마켓, 쿠팡, 위메프 등 유명 온라인몰

예상 납품 일정 6월 중 판매 개시

LTV 46.8% (온라인 유통 수수료 차감 후 기준)

차주 자기자본 투입 31.9% (총 1.5억 중 0.5억 자기자본 투입)

매출채권 양도 가치 2.1억 (수수료 차감 후 판가 × 판매수량)

동산상품 담보 가치 1.5억 (제조원가 × 판매수량)



Copyright © 2020 FundAhead All rights reserved. Strictly Private and Confidential

2. 투자상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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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포인트 상환계획

수익성

 공간활용도 갑! 실용성, 스타일을 한번에 잡은 슬림
디자인 '타워팬' 투자

 역대급 폭염에 선풍기 등 판매 급증! 유명 온라인몰
적기 론칭!

 300만원 이상 투자한 모든 분께 '스타일리스 타워팬
'(소비자가 89,000원) 증정

 연 14% 수익률 + 최고 1% 현금 리워드 + 첫 투자
자 더블 리워드 + 펀드어헤드 100억 이벤트!

안전성

 4중 안전 장치 = 매출채권 양도 + 상품 담보 + 금전
소비대차 공증 + 대표이사 연대보증

 펀드어헤드와 지속적 협업! 3번의 상환 이력으로 다
져진 신뢰

 펀드어헤드 물류창고에 상품 보관 + 펀드어헤드 통제
계좌로 온라인 매출 정산금 관리

환금성  5개월 내 원금회수 및 재투자 시 복리효과

1차 상환 유명 온라인몰 판매정산금으로 상환합니다

 계약에 따라 전량 판매 시 납품 정산금은 약 2.1억원이며, 상품판매
추이를 보며 추가 생산 및 판매 여부를 판단

 G마켓, 쿠팡, 위메프 등 유명 메이저 온라인몰 판매 조건을 확인하였음

 인보이스 등을 확인하여 발주 현황 및 납품 이력 등을 지속 관리

 물류의 보관 상태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

2차 상환 차주의 생산품 재고를 매각하여 추가 상환

 상품양도 담보계약으로 생산품 전량에 대해 담보권을 확보했으며, 원가
기준으로 약 1.5억원 가치입니다.

 판매가 저조할 경우, 담보상품을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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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상품상세 - 투자자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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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계좌
공동관리

 정산 리스크 제거 위해 결제계좌 공동 실시간 관리

 잔액 및 입출금 내역을 SMS 서비스로 실시간 공유 받음

매출채권양도
 채무자 ㈜웰**이 '스타일리스 타워팬' 상품을 유명 온라인몰에서 판매하여, 현재 취득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하게 될 매

출채권을 (주)펀딩어헤드소셜대부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동산양도담보
 채무자 ㈜웰**이 원가 기준으로 1.5억원 가치의 '스타일리스 타워팬' 상품을 (주)펀딩어헤드소셜대부에게 양도 담보하

는 계약을 체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채무자가 기일 내 채무 이행을 지키지 않을 때 ㈜펀딩어헤드소셜대부가 채권추심, 압류 등의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공증 받음

대표이사연대보증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최대 근보증 한도액까지 대신 갚아 주는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작성함

* 본상품은 투자금모집이 100% 진행되지않더라도 차주의동의가있으면, 모집된금액을 정상적으로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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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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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웰**

회사소개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1년만에 TV홈쇼핑 방송으로 30여개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론칭했습니다. 신규 유통채널 개발 및 다양

한 상품 개발을 통해 가전제품 및 패션잡화 홈쇼핑 전문 판매업자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최대 E-커머스 플랫폼

인 알리바바닷컴 통해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홈쇼핑 업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트랜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오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통 전

문기업입니다.

매출실적
 2017년 - 롯데홈쇼핑 100% 캐시미어 사가폭스 숄 판매 (완판)

 2018년 - 현대홈쇼핑/CJ오쇼핑 치마바지 판매,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 포미즈 여성 밍크제품 판매 등

 2019년 - GS홈쇼핑 구찌 선글라스 판매, 롯데홈쇼핑 포미지 여성 밍크제품 판매 등

펀드어헤드와의
거래내역

 홈쇼핑 2호 - 1.5억원 대출, 조기상환 완료 (2019-01-17)

 럭셔리 1호 - 1.5억원 대출, 조기상환 완료 (2019-06-26)

 동산담보 2호 - 1.0억원 대출, 만기상환 완료 (2020-03-29)

 온오프라인 10호 - 0.5억원 대출, 총 5회차 중 2회차 이자상환 완료

 온오프라인 13호 - 0.56억원 대출, 총 5회차 중 1회차 이자상환 예정

펀드어헤드
의견

 본 상품은 차주업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신용대출하는 투자입니다. 2.1억 상당의 매출채권과 1.5억 가치의 동산을 양도받으

며, 만약의 상황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추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금전소비대차 공증으로 확보합니다. 

 결제대금 수취계좌 권한을 펀드어헤드가 공동 관리하고 실물을 당사가 계약한 물류창고에 보관하여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여름철 기획상품으로 제작되어 유명 온라인몰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며, 상품의 판매력과 가격경쟁력을 고려해서 대출을 진

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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