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설명서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게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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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친환경
다운 시장의 개척자

‘발수(Water Repellent)’는 소재위에 얇은 막을 코팅해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튕
겨주는 가공 기술로 물기(눈, 비, 땀)로부터 다운 제품을 보호하여 급변하는 혹한의
날씨에도 최적의 아웃도어 활동을 지속하게 합니다.
㈜기쁨앤드는 글로벌 친환경 다운 시장의 개척자라는 사명감으로 전세계 최초로
친환경 無독성 (非불소계 C0 100%, PFCs Free) 초내구발수코팅(원단, 다운) 기술
과 숨쉬는 초박막 다기공 Microporous Down-proof 코팅기술을 병행한 독점 특
허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Healthy 의류만을 전문적으로 기획・생산하는 벤처 인
증 기업으로 혹한기 날씨 변화 와 아웃도어 활동시 발생하는 땀과 반복 세탁에 취
약 하여 쉽게 따뜻함(보온성)과 볼륨감(필파워)을 상실하는 기존 다운 제품의 치명
적인 약점을 혁신적으로 기능 차별화 및 보완함으로써 다운 제품의 수명 주기를 획
기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착장 수명 주기(5~10년) 內 물기에 쉽게 젖지 않는 탁월한
高발수력 유지 및 속건(4~8배), 항균(세균활동 억제), 항취(다운 특유 악취 방지),
Allergen Free(항알레르기)의 “세계적 수준의 高기능성 친환경 다운 의류 상품”을
공급합니다.
전세계 출원된 혁신적인 친환경 발수가공 독점 특허 기술을 보유하여 ㈜LF Corp등
대기업 브랜드에 OEM 납품한 상품 이 조기 품절되어 시장과 소비자의 검증을 완
료 하였으며 국내 의류 브랜드 최초로 2018 & 2019년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에 연속 선정되어 환경부 주관 “2019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에 홍보되며 현재는 신
규 런칭한 MRD(미라클리얼다운) 온라인 브랜드를 Amazon US에 판매하며 전세
계 최초로 UL ECV PFCs Free 인증을 획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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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투자해야 할까요?
1.

이제는 발암유발
패딩을 벗어야 합니다!

2.

전세계 유일 친환경
초내구 발수가공

독점 특허 원천
기술 보유

3.

전세계 최초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국제 인증
웰빙 다운 공급

국내외 친환경 다운 시장 태동,
2023년 연간 8조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폭발적 성장
패션비즈에 따르면 2018년 한국 패션 시장 규모는 39.7조원이며 기능성 의류 시장
(스포츠, 아웃도어, 골프)의 규모는 13.5조원으로 34%의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겨울철 최대 캐쉬카우 품목인 다운의 시장 규모는 8.4조원으로 추정
됩니다. 그 중에서도 블루오션 시장인 친환경(PFCs Free) 다운 시장은 전체 다운 시
장의 0.1% 미만으로 ㈜기쁨앤드에 의해서 국내외 친환경 다운 시장이 처음 태동 되
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섬유・패션 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친환경 및 지속가
능성” 이슈에 따라 5년후인 2023년, 최대 8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할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9.7조원 다운 시장내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쁨앤드는 친환경 (무독성, 비불소계, PFCs Free, C0 100%) 고기능성 의류만
을 전문적으로 기획・생산하는 벤처 인증 기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초내구발수 나노
코팅을 원단과 다운에 모두 사용하고 선택적 증발 메커니즘의 숨쉬는 초박막 다기
공 투습 코팅을 병행한 독점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365일 늘 쾌적하고 신선한 다운
제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눈과 비, 날씨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땀과 반복 세탁에 취약하여 쉽
게 따뜻함과 볼륨감을 상실하는 기존 다운 제품의 한계를 ㈜기쁨앤드는 오랜 시간
연구한 독점 특허 기술을 통해 혁신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3~5년 미만의 다운 제품 수명 주기를 10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반복 세탁후에
도 쉽게 젖지않는 탁월한 고발수력을 유지합니다. ㈜기쁨앤드의 MRD(미라클 리얼
다운) 상품은 타사 일반 다운대비 속건 8배, 항균, 항취, Allergen Free로
“세계적 수준의 전천후 高기능성 다운 제품”을 공급합니다.
당사의 MRD 상품은 국내외 유일무이한 글로벌 친환경 국제 인증을 획득 중입니다.
125년 역사를 가진 전세계 최초 인증기관인 ‘UL’의 친환경 인증(ECV: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 내에 “PFCs Free”라는 New Scope를 ‘UL’과 ㈜기쁨앤드가 함
께 협력하여 인증 범위, 규제 내용・검증 실험 항목 등을 설정하였고 MRD 상품은 검
증의 최종 단계인 실험을 통과하여 현재는 최종 심사 및 인증 발급 직전 단계에 있
습니다. 최근 ‘UL’의 홍콩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PFCs 13종의 마지막 검출 검사에서
자사 MRD 상품이 PFCs 불검출로 실험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MRD 상품에는 블루사인 인증 받은 글로벌 Major 업체(원단, 다운)와의
파트너쉽 제휴로 친환경 무독성 소재만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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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친환경 다운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

시장과 소비자의
검증을 완료한

20년 이상 국내외 유명 브랜드 상품만을 공급하는 글로벌 메이저 공급사와의 협업
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아래 상품의 소재와 제조까지 높은 퀄리티의 생산
프로세스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고품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기업 브랜드 (LF
Corp Hazzys Golf 등) 에 OEM 생산으로 진행된 다운 상품이 겨울 시즌 종료 판기
전 전량 품절되며 프리미엄 골프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상품성’과 ‘시장성’이 확실하
게 검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년 추동 시즌에 MRD (미라클리
얼다운) 브랜드를 신규 런칭하여 프리미엄 온라인 채널인 LF몰과 쿠팡, 11번가 뿐만
아니라 해외 아마존 US 및 쇼피 싱가폴, 대만 및 Qoo10 재팬등 해외로 판로를 넓혀
나감으로써 전세계 친환경 애호 소비자들로부터 ‘글로벌 친환경 다운 시장의 리더’
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고품질의 브랜드 상품"
기반 글로벌 판로 확대

5.

업계 최고의
팀역량 보유

기쁨앤드의 대표 남명헌은 대기업 ㈜LF Corp (라푸마,TNGT 등)와 ㈜LS네트워크
(잭울프스킨, 몽벨)에서 20년 이상 패션 의류 및 아웃도어 분야의 상품기획 노하우
를 가진 상품기획 전문가이며, 숙녀복, 아웃도어(몽벨, 블랙야크 등) 분야의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최고의 패턴 전문가인 유경언 패턴기술고문이 만나 상품 제작
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건강하고 기능성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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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 배경

‘발수(Water Repellent)’는 소재위에 얇은 막을 코팅해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
록 튕겨주는 가공 기술로 물기(눈, 비, 땀) 로부터 다운 제품을 보호하여 급변
하는 혹한의 날씨에도 최적의 아웃도어 활동을 지속하게 합니다.

PFCs(과불화화합물) 발수 시장

주석1 - 표면처리제(가구, 자동차), 난스틱(non-stick, 음식
이 달라붙지 않는) 조리기구 (프라이팬), 일회용 컵, 패스트
푸드등 포장재, 카펫, 커튼, 소화기, 세정제 등
주석2 - 미국 환경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동물 실험에서 생식과 성장, 간과 신장 등에 악영향을 미칩
니다. 이후 수많은 동물실험에서 암과 성장 장애를 일으킨다
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2005년 6월 미국 환경청은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공식 발표하여 과
불화화합물 생산, 사용, 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
(EC),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PFOA(과불화옥탄산 C8)와 PFOS(과불화옥탄술탄산 C6)로 대표되는 PFCs는 탁월
한 발수, 방오(방진), 발유 특성으로 인해 1950년대부터 아웃도어(의류・신발・용품)
와 다양한 산업 전반(주석1)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2003년 미
국의 시민단체인 EWG와 미국 환경청이 과불화화합물의 발암 가능성(주석2)을 제기
한후 환경・인체 유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명적인 독성 발암
유발 물질인 PFCs의 심각한 유해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신규브랜드를 제외
한 고어텍스와 명품 브랜드를 포함한 전세계 99%의 패션 브랜드와 제조사에서는
여전히 PFCs(13종)를 기반으로한 발수가공 처리된 기능성 제품(다운 포함)을 국내
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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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PFCs Free・C0) 발수 시장
글로벌 친환경 단체들의 지속적인 Detox Outdoor 캠페인과 2012년 그린피스가
발표한 보고서(주석3)의 영향으로 2016년을 전후하여 PFCs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발수제품(투습 Membrane 및 DWR 발수제)과 대체 기술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극
소수 글로벌 Top Major 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10회이상 반복 세탁후 발수력 저
하 문제로 상용화를 위한 기능적 한계로 인한 상업성 문제가 있어 친환경 발수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주석3 - GREEN PEACE_PFC-Revolution-in-Outdoor-Sector_Feb 2017, PFC-free waterproof technology for outdoor products on
the market from 2004-2017(for details see Annex.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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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전세계 유일 친환경 초내구 발수 가공 독점 특허 원천 기술과 국내외 지적재산권 보
유 및 친환경 DWR 고기능 다운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대기업 브랜드 제품 (㈜LF
Corp Hazzys Golf등) 에 OEM 납품한 상품이 조기 판매 품절되어서 시장과 소비자
의 판매 검증 을 완료한 유일한 회사가 ㈜기쁨앤드입니다.

MRD 친환경 전천후 고기능성 웰빙 다운
“수명 주기내 365일 늘 쾌적하고 신선한 다운 제품”

Non Toxic PFC Free Nano Coating

Extaraordinary DWR of Fabric

Extaraordinary Performance of Down

Hyper DWR Down Performance

원 단 반복세탁 30회~40회 후 초내구 발수력 80% 유지
(글로벌 경쟁사 대비 2~8배) Katri DWR Test Report 참조
다 운 반복세탁 10회 후 초내구 발수력 17시간 지속 유지
(글로벌 경쟁사 대비 3~8배) IDFL Shake Test Report 참조
친환경 UL 홍콩 Lab 13종 PFCs 검출 Test 결과
“불검출(Not-detected) 및 통과(Pass)” UL H.K PFC Test Repor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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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앤드는 친환경 (무독성, 비불소계, PFCs Free, C0 100%) 초내구발수
Nano-Coating 가공 (원단・다운) 과 숨쉬는 초박막 Microporous Coating (별도 투
습필름 사용없는 선택적 증발 메커니즘활용 다기공 투습 코팅) 가공을 병행한

독점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365일 늘 쾌적하고 신선한 다운 제품 상태를
유지하는 친환경 高기능성 의류만을 전문적으로 기획・생산하는
벤처 인증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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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RD 제품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기존 다운 제품의 눈, 비 등 날씨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땀과 반복 세
탁에 취약하여 쉽게 따뜻함과 볼륨감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자사의 독점 특
허기술로 혁신적으로 보완하여 보통 3~5년 미만의 다운 제품 수명 주기를 10년으
로 늘리는 동시에 반복 세탁에 강하고 날씨 변화와 습기에 쉽게 젖지 않는 탁월한
高발수력을 유지합니다. 기쁨앤드의 MRD(미라클 리얼다운) 상품은 타사 일반 다
운대비 속건 8배, 항균, 항취, Allergen Free로 “세계적 수준의 전천후 高기능성 다
운 제품”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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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FCs에 대한 위험성

1) 발암 유발 물질 PFC(과불화화합물)를 아시나요?
PFC(poly- & per-flourinated chemicals)는 우리말로 ‘과불화화합물'이라 불리는
화학물질의 집단으로, 다양한 종류의 PFC가 아웃도어 제품의 방수, 발수 기능을 위
해 사용됩니다. 공기중으로 휘발하거나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PFC는 제품의 제조사용-폐기 전 과정에 걸쳐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로 유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출된 PFC는 자연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돼어
혈액과 간등에 축적되어 생애주기동안 지속적으로 내분비계 및 호르몬 체계 교란
과 면역시스템을 약화시켜 각종 발암을 유발시키는 등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생애주기동안 지속적으로
각종 암을 유발하고 생식기능 저하까지..!
PFC가 더 위험한 이유는 방수제품의 '제조–유통–소비자 사용–폐기' 전 과정에 걸쳐
물과 대기 중으로 쉽게 유출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유출된 PFC는 수백 년간 분해되
지 않고 자연에 머무르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배출된 PFC는 자연의
자정 작용에 의한 분해가 어려워 오랜 시간 주변 환경에 잔류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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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지 않는 청정 고산 지대와, 극지방 북극 곰의 간에서까지 PFC가 발견 되었다는
사실은 PFC의 이동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과
정에서 일부 PFC가 체내로 들어와 면역력을 저하시켜 암을 유발하거나, 내분비계
및 호르몬 체계에 악영향을 미쳐 성장 발육 및 생식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
장합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경고하는 PFC의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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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옷장에 최소 한두개씩 있는 유명 패딩 자켓.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각종 발암을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PFC는 분해가 잘 되지 않아 한번 유출되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잔류합니다. 이
동성이 큰 PFC는 전세계 적으로 수많은 생물의 체내에서 발견 되었고, 일부는 사람
의 혈액과 모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의 물과 북극곰의 간에서 까지 검출
되었습 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나라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양재호 교수
가 미국 뉴욕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실험에 참가한 9개국 (한국, 미국, 이
탈리아, 인도 등), 12개 지역의 피실험자 중 국내 섬유·직물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대구 거주자의 혈액 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PFOA가 검출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
구 여성의 혈액에서는 다른 지역 실험 대상자에 비해 가장 치명적인 3∼30배 수준
의 PFOA 가 발견되었습니다.

<PFC_8:2FTOH가 인체 내로 유입되었을때 치명적 독성 발암 유해물질인 PFOA로 변환>

환경에서 또는 인체로의 섭취 후 FTOH와 같은 휘발성 PFC는 혈류에서 증가 된 수
준의 PFC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8:2 FTOH는 인체 내로 일단 유입되면
EU의 REACH 규정에 따라 치명적인 독성 발암 물질로 우려되는 물질 (SVHC) 로
분류된 PFOA로 분해되거나 변형되어 몇 년 동안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렇듯 일부 PFC (PFOA)에 노출되면 신장암 및 고환암과 같은 암을 유발하여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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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C가 유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암>

낯설지만 너무나 흔하고 치명적인 물질, PFC
과불화화합물은 매우 안정화된 물질로 불이나 고온에서 잘 견딜 뿐만 아니라 발수
기능이 있으며, 먼지가 잘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름도 잘 스며들지 않는 특성으
로 인해 1950년대부터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과불화화합물 중 과불화옥
탄산(PFOA)와 과불화옥탄술탄산(PFOS)은 과불화화합물의 대표적인 물질로 가구
및 자동차의 표면처리제, 난스틱(non-stick, 음식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의미) 조리
기구, 일회용 컵과 패스트푸드포장재, 방수제나 세정제, 카펫, 커텐 등 다양한 산업
및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용도로는 ‘테프론’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프라이팬 바닥의 코팅제
로 프라이팬 코팅 과정에서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시민단체인 EWG
와 미국 환경청이 과불화화합물의 발암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인체 유해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동물 실험
에서 생식과 발달, 간과 신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후 수많은 동물실험에서 암
과 성장 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2005년 6월 미국 환경청은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공식 발표했고 과불화화합물 생산, 사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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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제하고 있고 유럽위원회(EC),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웃도어 본고장, 캐나다 정부의 경고
게다가 이러한 물질이 지구 전역에서 발견되며 잘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실
에 전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불화화합물은 달라붙지 않는 성
질 때문에 공기와 물을 통해 쉽게 이동하며 분해되지 않은 채 축적됩니다. 2000년
이후 북극곰의 체내 조직에서도 과불화화합물 양이 위험수준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과불화화합물의 생체 및 환경 축적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도 높습니다. 이에 2009년 5월 스톡홀롬 협약을 통해 과불화화합물은 ‘잔류성 유
기 오염물질’로 지정되었고, 협약 당사국들은 과불화화합물의 생산 사용에 대한 규
제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웃도어의 본고장인 캐나다의 정부에서는 자국의 기업과 국민들에게 PFC
가 인체의 건강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영향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자 PFC 임
상 테스트 결과와 발현될 수 있는 각종 질병 리스트를 해당 연구와 영상자료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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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비양심적 책임회피
그린피스, 국내의 청정지역까지 퍼진 PFC의 위험성 경고
인류와 자연에 대한 위험이 밝혀짐에 따라 세계적인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에서는 2015년부터 국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로부터 검출되는 유해 화학물질
PFC의 실태조사와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아웃도어 산업에 해당 물질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에 발표한 “지역환경 PFC(과불화화합
물) 오염 실태 보고서”를 통해, 관련 산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간 호수 지역
에서까지 발견되는 PFC의 흔적과 그 위험을 재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에서도 역시 한국, 대만, 홍콩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청정지역 15곳에서 발견된 PFC
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하보미 캠페이너는 “이번 조사
대상 제품 대부분에서 PFC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아웃도어 산업이 그간 세계 곳곳
의 청정지역 및 동물과 인간의 체내 에서 발견된 독성물질의 흔적에 기여하고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GREENPEACE KOREA

1

2

1. 2015년 5월 그린피스 세계 청정 지역 PFC탐사
2-3. 2015년 7월 황지연못에서 PFC의 존재 여부를 실험
하기 위해 물을 채취하고 있는 그린피스 활동가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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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스토어, 외부 공기보다
PFC농도 1000배
그린피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과 동아
시아에서 아웃 도어 장비를 판매하는 매장의
실내 공기에서 유해한 폴리 플루오르 화 화학
물질 (PFCs1)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사무실이나
의류 매장의 공기에 비해 아웃도어 장비를 판
매하는 매장의 실내 공기에서 특정 PFC의 농
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회사의 주력 스토어에서 상당한 농도의 PFC
가 발견되었습니다. 샘플은 Mammut, 노스
페이스, Norrona 및 Haglöfs 브랜드의 주력
스토어와 비 브랜드 아웃도어 스토어에서 채
취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유럽 아웃도어 스토어의 공
기 중 PFC 농도는 함부르크의 그린피스 사
무실 및 보관실에서 수집 한 공기 샘플보다
20~60 배 높고 도시의 야외 공기보다 최대
1000 배 높았습니다.

아웃도어 스토어에서 공기 내 PFC 테스트 결과
Greenpeace Hidden in Plain Sight PFC in the
air at Outdoor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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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가성비와 원가 절감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들
국내 아웃도어 산업은 지난 10년간 무려 800%의 성장을 기록, 2015년 기준 8조
원의 시장규모로 전세계 2위로 부상했습니다. 국토의 65% 가량이 산지인 대한민
국에서 등산은 국민들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입니다. 이처럼 성장에 최적화된
시장에서 국내외 아웃도어 업체들은 앞다투어 스타 마케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주로 전문 산악인이 찾던 고 기능성 방수제품 까지도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패션아이템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아웃도어 제품들이 자연을 해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출처: GREENPEA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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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전 세계 3만여 시민들의 추천으로 선정된 11개 아웃도어 브랜드 총 40
개 제품에 대해 PFC 검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스페이스, 파타고니
아, 마무트, 컬럼비아, 하그로프스 등 전 세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제품에서 환
경과 인체에 유해한 PFC (과불화화합물 Poly- & Per-fluorinated Compounds)
가 검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사 대상 11개의 브랜드 중 PFC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아웃도어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블랙
야크의 재킷을 포함한 총 18개 제품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있고 독성에 대한 우려가
큰 PFOA (긴 사슬 PFC의 일종)가 검출되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국내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독일 뮌헨 ISPO (이스포) 국제 박람회에서 아시아
대표 브랜드로 여러가지 상까지 수상하였지만, 블랙야크 제품에서 여전히 PFOA,
FTOH를 비롯한 많은 유해 물질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친환경적인 노력이 아직도 많이 부
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PFC의 위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지난 2015년 5월에는 전
세계 38개국에서 모인 200여명의 과학자들이 의류 제품을 포함한 모든 소비재에
서 모든 종류의 PFC를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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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세계, 멈춰있는 대한민국
PFC의 자연 유출과 체내 축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과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PFC사용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PFC를 대
체할 수 있는 기술과 원단들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체 물질
인 왁스와 실리콘, 대체 원단으로 파라핀이나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브랜드의 제품
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Puma나 Adidas 같은 대형 스포츠 브랜드들이 앞장서 PFC
사용 감소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고, 소규모 유럽 브랜드들 또한 변화의 선두
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5년 유럽 최대 스포츠용품 및 패션 박람회 이스포(ISPO)에서 선보여진PFCFree 제품 들은 유해 화학물질 없는 고기능성 제품이 아웃도어 업계에 이미 시작된
혁신적인 트렌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로서는 첫번째로 디
톡스 선언을 한 영국 브랜드 파라모(Páramo)를 비롯, 뮌헨 이스포 현장 여기저기
서 만난 PFC-Free 제품들은, 대체 원단으로도 충분히 전문 아웃도어 업계의 기준
에 맞는 고기능성 방수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현저히 부족한 현실입
니다. 국내에도 일부 위험성을 인지한 소비자단체와 그린피스의 변화 촉구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따라서 가장 많은 PFC
를 배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핑계
로 여전히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이제
글로벌 시장의 친환경 흐름에 발맞추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유해물질 없는 제
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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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시작 배경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외로운 길의 시작,
친환경 다운 시장의 개척자
㈜기쁨앤드의 남명헌 대표는 20년 동안 대기업 ㈜LF Corp에서 상품기획 전문MD
로 근무하며 맡았던 신규 런칭 브랜드 (라푸마,TNGT)들을 1,000억원대 볼륨 브랜
드로 성공적으로 육성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아웃도어 브랜드(머렐, 잭울
프스킨, 몽벨)의 상품기획 팀장 재직 시 땀에 젖지 않는 고기능성 발수 다운 제품 개
발 과정에서 명품 브랜드 및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유명 브랜드를 포함하여 전세
계 99%의 브랜드와 제조사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독성 물질을 인지하고 있음
에도 가성비를 위하여 위험성을 외면하고 발수 가공 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
습니다.
2010년 이후 그린피스 등 글로벌 환경 단체에서 Detox 캠페인등을 통해 오래 전
부터 패딩 내 독성물질의 유해성을 경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다수 유명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의 상품기획자, 소싱・생산 담당자들이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속된 회사와 브랜드의 이익만
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가절감을 택하는 잘못된 관행을 한탄하며 남명헌 대표는 사
랑하는 가족과 이웃, 다음 세대의 건강한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기능성 다운제품을 개발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자 ㈜기쁨앤드를 설립
하게 되었습니다.

7. 친환경 인체무해
제품을 만드는 노력

1) 글로벌 친환경 블루사인 인증 획득 업체와 파트너쉽 제휴
블루사인은 환경, 보건, 안전(Environmental, Health, Safety)에 관한 세계적으로
공신력있는 섬유 인증 기준입니다.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의 사용 및 발생
이 최소화되었으며,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장합니다. 소재의 성
분은 물론 생산 과정에서의 작업 안전성과 오염 물질 방출 여부, 최종 소비자의 안
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작 과정을 철저히 심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
전한 제품임을 보장합니다. 지난 2000년에 스위스에서 설립된 블루사인 테크놀로
지 주식회사(bluesign technologies ag)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계에서 가장 엄
격한 섬유 규격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기쁨앤드는 블루사인 인증을 받은 글로벌 메
이저 업체인 전세계 다운공급 업체 1위 “Allied Feather & Down”, 국내 다운원단
전문업체 1위 “OnechangMaterial” 과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자사의 모든 MRD 상
품제작에 친환경 무독성 소재만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 2년 연속 수상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은
전문가 및 소비자환경단체 30여 곳과 소비자 평가단 500여 명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직접 선정하고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소비자가 직접
뽑기에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하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상품”
으로 인정 받습니다. 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도 함께 고려하여 특히 사업윤리 기준
을 통과한 기업의 제품만을 올녹상 후보 상품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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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올녹상”은 녹색상품 전문가, 학계, 언론, 시민단체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전문가 위원회, 소비자 평가위원회가 선정방식 및 소비자평가방식을 결정하고 환경
성과 상품성을 선정 기준으로 하여 1차 환경성 평가, 2차 소비자 패널단 평가, 3차
최종 프리젠테이션과 소비자 투표를 거쳐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이 선정 및 탄
생됩니다.
기쁨앤드는 엄격한 심사 기준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최초로 의류 브랜드 부문
에 선정되어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을 2년 연속(2018~2019) 수상하였습니다.

→ 블루사인 bluesign 생산 시스템
↓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 선정방식 및
MRD 웰빙다운 소개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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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국제 UL 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이하 UL)은 1894년 설립된 이래 125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을 통해 안전 규격을 개발하고 관련 인증 서비스를 제
공하는 안전 과학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 브룩에 본거지를 두고 있
는 미국 최초의 안전 규격 개발 기관이자 인증 회사입니다. UL은 글로벌 안전 과학
회사로서, 제품 안전 시험 및 인증 발행, 환경 시험, 제품 성능 시험, 헬스 케어 및 의
료기기 인증 발행, 교육 및 세미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L 제품 성능 시험에
합격한 제품은 UL 인증 마크의 사용이 허가됩니다. 기쁨앤드는 ‘UL’의 친환경 인증
(ECV: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 내에 “PFCs Free”라는 New Scope의 인
증 범위, 규제 내용・검증 실험 항목 등을 UL과 함께 설립하였고 검증의 최종 단계를
성공적으로 패스하여 현재는 최종 심사 및 인증 발급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또 최
근 UL의 홍콩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검출검사에서 자사MRD 상품에 사용된
소재가 PFCs 13종의 “불검출(Not Detected) 및 실험 통과(Pass)”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는 UL_ECV PFCs Free 인증이 상기 친환경 인증들을 제치
고 가장 중요한 글로벌 친환경 인증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유해성의 기준이 달라지
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PFCs의 유해성은 알지만 제품의 상업적 가치 저하 (세
탁 5회 후 발수력 80% 미만 기능 저하)로 인증 규격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못했
지만 최근 듀폰 Teflon-Eco (=EliteEco신한산업) 및 스위스 HeiQ사의 친환경 발수
제품의 기능성이 향상 (발수력 유지: Teflon-Eco 세탁 10회 80%, 20회 70~80%,
HeiQ 세탁 10회 80%)되면서 해외 EU, 북미 브랜드 바이어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비불소계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진입 단계로 관련 인증과 규격
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블루사인 인증이 패션・섬유소재 부문에서 전세계적인
친환경 인증으로 선진국 바이어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정작 13종의 PFCs 모두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성 PFC 8:2FTOH의 경
우 기존의 일반적인 PFCs 검출 테스트에서는 불검출(Not-Detected)로 합격 되기
에 G사 등의 대표적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인체에 무해
한 듯 포장하여 마케팅 및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발수제로 가공처리된 기능성
의류는 착장 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 내로 유입되어 인체의 화학 작용에 의해
가장 치명적인 PFOA(C8) 독성 발암 물질로 분해 되거나 변환됩니다.
당사의 MRD 상품이 전세계 최초 인증 회사인 ‘UL’로부터 ECV PFCs Free 인증을
획득 시 전세계 언론 매체를 통해 자사 제품과 특허기술이 홍보되는 동시에 전세계
최초로 PFCs 규제 인증 기준의 새로운 친환경 인증 패러다임이 탄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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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친환경 인증 제도>

GOTS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국제 유기농 섬유인증)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오가닉 섬유의 생산, 가공, 유통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
구. 각 공정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화학적 기준이 있으며 오가닉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한
다. 95~100%의 오가닉 섬유 원료가 사용되면 ‘Organic’, 70~94%가 사용되면 ‘Made with
Organic’ 등급이 부여된다.

OCS (Organic Content Standard, 유기농 섬유인증)
5~100%의 오가닉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 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 오가닉
원료의 흐름을 추적해 최종 제품의 오가닉 원료 함유량 및 클레임을 확인하며, 광범위한 독립
적 평가를 통해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GRS (Global Recycled Standard, 국제 재활용 섬유인증)
완제품의 재활용 원료 함량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화학적 부분에 대한 준수 여부를 인증.
재활용 원료의 함유량을 20~100%로 표시하는데 주로 폴리에스터, 나일론, 코튼과 같은 원료
의 재활용 방식에 따라 post-consumer, pre-consumer로 분류된다.

ERTS (Ecological & Recycled Textiles Standard, 에코써트 친환경 섬유인증)
천연 섬유,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된 원료로 만들어진 섬유에 대한 전문적인 인증을 위해 만들어졌
다. 환경 및 사회적 양상을 고려하고 천연 섬유의 사용 또는 재생 가능하거나 재생된 원료로 만들
어진 섬유의 사용, 전체 생산 공정의 환경 친화성 확인에 초점을 맞춘 더욱 강화된 인증이다.

RCS (Recycled Claim Standard, 재활용 섬유인증)
5~100%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원료의 출처 확인과 모든 생산 및 공
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글로벌 스탠다드 친환경 인증의 새로운 'PFCs Free 인증'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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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RD® 제품 소개

MRD 친환경 전천후 고기능성 웰빙 다운

"제품수명주기 동안 365일 늘 쾌적하고 신선한 다운 제품"
MRD® 미라클 리얼 다운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C0 발수가공* 독점 기술과 숨쉬
는 나노 코팅 특허기술을 원단과 거위털 다운에 모두 적용하여 제작한 친환경 高기
능성 웰빙 다운 제품입니다.

1) 100% 인체와 자연에 무해합니다
무독성, 친환경 웰빙 다운

원 단

MRD®의 모든 상품은 자연과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비불소계 C0 100% 친환경 발
수 가공 처리로 원단과 다운 모두 병행 사용하여 알레르기와 PFCs의 종류인 과불화
옥탄산(PFOA) 및 과불화옥테인술폰산(PFOS) 으로부터 안전합니다 .
➞ 유해물질 발생원인 원천 제거

반복세탁 30회~40회 후 초내구 발수력
80% 유지(글로벌 경쟁사 대비 2~8배)
Katri DWR Test Report 참조

다 운
반복세탁 10회 후 초내구 발수력 17시간 지
속 유지(글로벌 경쟁사 대비 3~8배) IDFL
Shake Test Report 참조

친환경
UL 홍콩 Lab 13종 PFCs 검출 Test 결과
“불검출(Not-detected) 및 통과(Pass)”
UL H.K PFC Test Report 참조

<대한민국 최초 2019, 2018 올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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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최초 UL ECV PFCs Free인증>

2) 오랜 시간 유지되는 高기능 발수력
혁신적인 다운 발수 특허 기술로 365일 쾌적하고 신선하게!
일반 다운 제품의 경우 다운의 수명 주기는 3~5년 미만으로 반복세탁을 할 경우 충
전재의 복원력과 보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앤드의 MRD® 미
라클 리얼다운은 자사만의 특허기술로 다운 수명주기를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착
장 기간 동안 반복세탁 10회 이후에도 탁월한 高발수력과 지속력을 유지합니다.

MRD®의 특별한 적용 기술,
Durable Water Repellent 나노 코팅 원단과 다운의 탁월한 기능성
별도의 투습 필름 사용 없이도 숨쉬는 초박막 다기공 다운 삼출방지 코팅 가공 처
리로 착용시 체내에 발생하는 땀과 열기를 실시간 배출하여 날씨 변화와 환경에 상
관없이 늘 쾌적하고 신선한 최적의 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속건, 항균, 항취,
항알레르기의 기능성을 지속 유지시켜 매년 새옷처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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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MRD®의 나노 코팅 기술 >
MRD®의 Water Resistant 나노 코팅된 다운은 강제로 물에 젖게되어도 일반 다운
대비 4~8배 월등히 빠른 속건력과 보온성 및 필파워 회복이 가능하여 젖은 상태에
서도 95%의 보온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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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청이 인정한 MRD® Patent의 탁월한 기술력

30

특허청 기술성 평가 분석 AA 등급 평가

MRD® Patent 기술성 최상위 9.7% Top

WIPO 기술분류별 백분위 비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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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Resistant 다운 속건 & 복원력 TEST >
일반 다운 대비 4~8배 월등히 빠른 속건성 및 볼륨감 보온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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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Resistant 다운 IDFL DWR Shake TEST >
10회 세탁 후에도 17시간이상 유지되는 DWR 다운의 탁월한 내구성

Hydrophobic Shake Test란?
DWR 발수가공 처리된 다운의 발수지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IDFB의 기능 실험입니다.
20도 3급 정제수에 테스트용 다운을 규격 유리병에 담아 2분 간격으로 좌우 수평 진동을 통해
발수력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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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 계획
1) 시장 규모

< 한국 패션 마켓 규모 3개년 추이와 전망 >

국내 패션 의류 시장
복종별 현황 및 추정

2018년 골프, 아웃도어,
스포츠 기능성 시장 13조 4,500억원
>>> 2023년 17조 3,600억원

+29%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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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비즈 2018년 기준)

국내 친환경 다운 시장 추정

< 2018년 시장규모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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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시장규모 추정 >

5년 후인 2023년 다운시장 경우 복종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종은 친환경 다운
시장으로 크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능성 시장 경우 일부 저가 스포츠
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 친환경 다운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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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향,
"친환경 및 지속 가능 패션"
마케팅 화두 급부상

우리가 사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와 패션기업들이 늘면서 윤
리적이고 친환경적인 패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라, 유니클로, H&M 등 SPA는 물론 글로벌 스포츠 아웃도어, 명품 기업들까지 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스탠다드를 선언했고, 자투리 원단을 활용하거나 업사이클링
의류를 제작, 적용하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념’을 장착한 소비자들은 소통과 소비를 통해 그러한 경영활동을 견인합
니다. 따라서 국내 패션 업계 역시 장벽이 사라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는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적 패션 흐름과 맞물려 해외 아웃도어 시장에도 C0 100% 비불소계 발수제
를 사용한 상품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진입단계이므로 친환
경 발수가공이 적용된 고기능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브랜드와 기업은 극소수에 불
과한 실정이며, 글로벌 경쟁사의 경우에도 반복 세탁 후 발수 내구성 급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기쁨앤드의 MRD® 미라클 리얼다운은 다운제품의 수명주기를 5~10
년, 반복 세탁 후에도 탁월한 초내구발수력이 유지됨을 검증받았습니다. 인체와 자
연에 무해하여 친환경적이며 타사 대비 월등하게 뛰어난 제품의 기능성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도 탁월한 우수성을 자랑합니다. 빠르게 도래하는 친환경 인증의 패
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 ㈜기쁨앤드의 MRD® 미라클리얼다운은 친환경 아웃도어
시장을 견인할 새로운 브랜드로 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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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사 분석

기존 다운 제품의 눈, 비 등 날씨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땀과 반복 세
탁에 취약하여 쉽게 따뜻함과 볼륨감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자사의 독점 특
허기술로 혁신적으로 보완하여 보통 3~5년 미만의 다운 제품 수명 주기를 10년으
로 늘리는 동시에 반복 세탁에 강하고 날씨 변화와 습기에 쉽게 젖지 않는 탁월한
高발수력을 유지합니다. ㈜기쁨앤드의 MRD(미라클 리얼다운) 상품은 타사 일반 다
운대비 속건 8배, 항균, 항취, Allergen Free로 “세계적 수준의 전천후 高기능성 다
운 제품”을 공급합니다.

<경쟁사 제품 비교 >

원단과 다운 모두 친환경 소재임에도 타사대비 우수한 가격경쟁력
- 스포츠 유명 브랜드인 다이나핏은 원단 PFOS(C6) 발수 가공 초리 불구 €300
- 영국의 아웃도어 유명 브랜드인 랩은 친환경 발수 다운 사용 대비 PFOS(C6)
발수 처리 원단 사용 $300
- 전세계 유일 ㈜기쁨앤드 MRD 상품만 원단과 다운 모두 친환경 C0 초내구 발수
가공처리된 高기능 다운으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탁월한 발수 성능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우수

43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기능성 및 초내구 발수 기능 유지
<자사 SWOT 분석>

Strenths(강점)

미래 지향적 친환경 제품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발수가공 독점 특허 원천 기술 및 지재권 보유. 전세계 최초 UL ECV
PFCs Free 친환경 국제 인증 획득 (Pending) 및 올해의 녹색상품 국내 의류 브랜드 최초 2년
선정, 친환경 브랜드 인식

W

Weakness(약점)

국내외 입점 채널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MRD 브랜드 인지도
고기능성 제품불구 사전 고객 착장 체험 통한 구매 연결 어려움
프리미엄 골프 시장 진입 불구 상대적 낮은 브랜드 파워와 인지도로 온라인 고객 유입 어려움

O

Opportunities(기회)

아웃도어 다운 생산 급증 및 골프 및 스포츠(다운) 시장의 고성장
친환경 마케팅 대세따른 친환경 패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상승
고기능성 프리미엄 헤비 롱패딩 다운 대세

T

Threats(위협)

동물 털이 사용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추세
친환경 다운 시장의 급성장 예상으로 다수 경쟁 업체 시장 진입 러쉬
일반 저가 보급형 패딩 판매 급증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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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환경 Internal Analysis

Controllable Variables
Uncontrollable Variables

External Analysis
외부 환경

S.강점 Strengths

W.약점 Weakness

자사의 강점 분석

자사의 약점 분석

O. 기회요인

SO 아웃도어 시장의 고성장과 친환

WO

Opportunities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 분석

경 패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상승
친환경 무독성 웰빙 다운 자켓 MRD의
차별성 강조

아웃도어 다운 시장의 고성장 흐름에
따른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수립과 다
양한 홍보활동 필요

T.위협요인

ST

WT

Threats
외부 환경의
위협 요인 분석

친환경 제품의 관심상승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활용한
MRD 친환경 패딩의 특장점 강조

다양한 아웃도어 시장의 경쟁업체 사
이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차별화
된 전략과 기반 확립

3) 사업 추진 세부 계획

당사는 국내 대기업 및 브랜드 제품에 OEM 납품하여 판매품절의 성공경험을 바탕
으로 글로벌 B2B 사업확장을 위해 Alibaba.com에 2년 연속 Gold Supplier 입점
을 기반으로 전세계 KOTRA 무역관과 해외 지사화 사업을 체결(미국 뉴욕,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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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리히, 러시아 모스크바 무역관) 및 연계하여 각종 글로벌 전시회 참가함으로써 현
지 OEM 매칭 바이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홍콩 Megashow, 2월/6월 독일뮌
헨 ISPO, 2018년 6월 독일 프리드리히 샤펜, 2017년 11월 중국 심천 Hi-Tech Fair 등)

B2C 사업 신규 확대를 위해 MRD 브랜드 개발 및 상품 양산하여 해외 상표권 출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후 Amazon US, Shopee Singapore 및 국내 LF Mall 등
프리미엄 온라인 종합몰에 입점하여 국내외 판매 중입니다. 또한 PCT 출원한 해외
특허를 기반으로 미국 및 유럽, 일본 개별국 출원을 완료하였으며, 전세계 최초로
미국 UL ECV PFCs Free 최종 심사 중으로 회계년 내 인증획득이 확정됨으로써 전
세계 뉴스 및 언론 미디어에 노출될 예정입니다.

<단기> B2C MRD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매니아층 확대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 및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 와 SNS 연계 마케팅
등을 활용하여 먼저 MRD 브랜드 및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다양한 MRD
브랜드 선호고객층을 폭넓게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2019 홍콩 Mega Show전시회 참가 시 다수의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MKUYAKE(일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펀딩 대행 제안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 경우 현재 KGPN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및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 선정 행사에 국내 브랜드/의류기업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함으로
써 전국 2만 명 규모의 친환경 소비자 단체의 녹색 구매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행사 참가를 통해 친환경 단체 및 친환경 애호 소비
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 B2B 사업 침구/침낭 확대
당사 국내외 출원/등록한 혁신적인 다운발수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글로벌 친환경
다운 시장의 개척자”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명 아웃도어, 스포츠, 명품 브랜드 및
유통 채널에 OEM 납품 및 입점 함으로써 B2B 비즈니스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독일 뮌헨 ISPO 전시회 참가 시 스위스 취리히 KOTRA무역관
을 통해 스위스 명품 SKI브랜드인 KJUS 경영진과의 미팅을 진행 하였으나 최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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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량(300pcs vs 1,000pcs) Issue로 현지 실무진측 협업 방법을 모색 중이며 현
재는 미국 뉴욕 KOTRA 무역관을 통하여 UL인증 획득과 동시에 랄프로렌 지속가
능 상품 기획팀과 미팅을 추진할 예정 입니다.
또한 기존 다운의류 중심의 제품개발에서 다운침낭과 침구제품으로 개발영역을 확
장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당사는 2018년 스위스 BILLERBECK SCHWEIZ
AG(1921~) 경영진과의 미팅 시 친환경 침구 관련 신제품 공동개발 제의를 받았으
나 당사 EU 특허등록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장기> B2G 사업 진출
MRD Patent Tech 가치와 인지도 확산 시점에 이노비즈, 블루사인 추가인증 획득
후 공공기관 조달사업(미국, 중국, 유엔 등)에 진출함으로써 유니폼 및 Military군납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PV(프리미에 비죵) 등 국제 소재 전시회에 참가하여 글로벌 소재업체 및 발수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기반 License Biz를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다운상품 브
랜드의 이미지 구축이 필요한 고어텍스와 같은 기업에게 MRD의 특허기술이 필수
적인 소재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쁨앤드의 B2B 주요 고객 및 샘플 공급 고객은 아래와 같으며 전세계 시장과 다
양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글로벌 친환경 다운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 각인
되기 위해 B2C 미라클리얼다운(MRD) 브랜드 사업 진출 및 신제품 개발과 지속적
인 양산품 출시를 통해 전세계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중입니다.

주요 고객 및
신제품 출시 계획

㈜기쁨앤드의 B2B 주요 고객 및 샘플 공급 고객은 아래와 같으며 전세계 시장과 다
양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글로벌 친환경 다운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 각인
되기 위해 B2C 미라클리얼다운(MRD) 브랜드 사업 진출 및 신제품 개발과 지속적
인 양산품 출시를 통해 전세계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중입니다.

MRD® 신제품 개발 및 출시 계획 :
1.유소년 축구 클럽 롱벤치다운
2. 가성비 Vest
3.Iot(Bluethooth)연동 스마트
웨어러블 발열 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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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D®
Marketing Strategy

1) B2B OEM |
브랜드 핵심 Signature·Cashcow 상품의 MRD 제품화 (원단, 다운)
시장 / Buyer
골프

AS-IS

TO-BE

Hazzys Golf

Daks Golf, PXG Golf, Volvik Golf

스포츠

Descent, Adidas, 질스튜어트 스포츠,
Dynafit

아웃도어

디스커버리, K2, 아이더, 빈폴,
내셔널지오그래픽

의류
국내

캐주얼

빈폴, TNGT,

침낭

캠핑 침낭

침구

호텔 등 프리미엄 숙박

의류
해외

STCO

STCO

명품,아웃도어/다운 브랜드 KJUS,
랄프로렌 등

침낭

몽벨, Snowpeak등 침낭,
캠핑 전문 브랜드

침구

Billerbeck, 글로벌 비즈니스
체인 호텔

2) MRD® Biz Category 영역 확대
: 골프 > 스포츠 > 아웃도어 > 캐주얼, 의류 > 침낭 > 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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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2C : Core-Target Green Marketing
對 글로벌 해외시장 친환경 애호 웰빙 Eco 고객 공략을 위해 친환경 UL ECV PFCs
Free 인증 진행
구분

중국

미국

Target

- 25~45세 소황제 세대(4.5억명)
- 실버(60세이상) 중산층(2억명)

- 베이비부머中 중상위층(1억명)
- LOPHAS족(웰빙,환경+가족중시)

특징

고급 레져/스포츠, 웰빙 선호
녹색(친환경) 및 유기농제품 선호

중국산 저가 제품의 가격보다
건강, 환경, 사회, 지속 성장 관심

전략

친환경 인증 획득 통한 [GREEN & ECO Friendly ] Marketing

1) 친환경 高기능성 다운 제품 특성상 Core Target을 일반 고객군이 아닌 Golf등
고급 레포츠와 웰빙을 선호하는 중상층 고객임 (LOHAS)
➞ 잠재수요층 (중국 2억명, 재산 7.3조 달러) 문화-레져 지출 급상승
2) 주력 소비 계층으로 부상중인 [소황제 세대 (25~45세 4.5억명)]
60세 이상 실버층 경우 녹색(친환경) 및 유기농 제품 선호 특성
3) KOTRA 보고에 따르면 상위층 및 중상위층 31%인구(1억명)가 전체 소득의 61%
를 점유中 이며 이러한 LOPHAS 고객은 가족을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LOHAS
상위개념으로 구분
< 미국 소득 점유율(좌) 및 인구비중(우) 변화 >
1979

상위층

0.4%

상위층

11.0%

29.6%

중상위층

52.1%

46.4%

중산층

25.8%

16.2%

중하위층

하위층

0.1%
1.8%

중상위층

7.4%

12.9%
29.4%

38.8%

중산층

중하위층

7.5%

2014

32.0%

23.9%
17.1%

하위층

3.6%

* 연간소득 기준 소득계층 구분 : 상위층(35만 달러 이상), 중상위층(10만~35만 달러),
중산충(5만~10만 달러), 중하위층(3~5만 달러), 하위층(3만 달러 이하)
* 자료원 : Urban Institute, US Census '15 current population survey('16년 11월 기준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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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19.8%

“KOTRA는 건강, 환경, 지속적 성장에 관심을 갖는 LOHAS (Lifestyleof Health
and Sustainability), 환경/사회이슈 > 가격보다 우선시) 트렌드와 중국산 저가 제
품의 거센 공세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인증기준을 획득]하는 등 우리 상
품에 대한 경쟁력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Statista에서 2017년 진행한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옷을 고를 때 친환경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한 18세 이상의 미국인중 중요하다 혹은 어느정도 중요하다라는 긍정적인 답
변을 한 비율이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 자료원 : Statista, Importance of sustainability to U.S. consumers when choosing cloth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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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북미지역 LOPHAS 고객 (1억명) 공략 위해 Youtube 채널(200K) 및 인스타그램
(10K)의 파워 인플루언서 활용 착장 및 상세 설명 동영상 및 착장 후기 댓글을 개인
SNS 채널에 게재하여 당사의 아마존 US 판매 사이트로 팔로워들을 폭발적으로 유
입시키고자 합니다.

< Youtube 해외 인플루언서 List > 마케팅 운영 기간 2019.11.30~2020.12.30

< 공팔리터 리뷰 마케팅 > 1차 30명 11.11~12.08 및 2차 30명 11.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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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NS 채널 신규 오픈통한 Core-Target (30~40대) LOPHAS 고객 공략
구분

Outdoor Performance

Lifestyle & Leisure

Target

50/60 Active Senior

30/40 Family/Kids

Usage

다운의류, 침낭
(자켓,조끼,바지)

다운의류, 워머류
침구, 침낭(캠핑)

< FaceBook MRD® 브랜드 계정 신규 오픈 (2019.11.6) 및 활성화 中 >
- 북미지역 팬 모집 캠페인 (11.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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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2G : 전세계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 연계 및 국제 전시회 참가 통한
잠재 바이어 매칭 발굴 노력
지역

무역관

해외 지사화 사업

비고

미국

뉴욕

2019.7~2020.9

UL인증 획득 시점 랄프로렌
상품기획팀 OEM추진

스위스

취리히

2018.3~2019.5

ISPO전시회 KJUS, Billerbeck 경영진
부스 상담

러시아

모스크바

2018.5~2019.7

ISPO전시회 B2G 관료 및 업체 러시아
부스 상담

>> 향후 UL인증 획득 및 해외 특허등록 완료시점 KOTRA 지사화 사업 확대 통한
조달사업 진출 : 유럽 (뮌헨, 베를린 택1) 및 일본 도쿄, 중국 (북경, 상해 택1)

국가

지역

국제 전시회

참가 기간

비고

홍콩

홍콩

2019 MegaShow

2019.10.20~10.23

日 MAKUYAKE Crowd Funding Platform입점
제안 4곳

독일

뮌헨

2019 ISPO Muinch

2019.06.30~07.03

한국 공동 무역관 온라인 전시관 참가

독일

뮌헨

2019 ISPO Muinch

2019.02.02~02.08

KJUS, B2G 관련 러시아 정부관료 및 업체
상담, BASK

독일

프리드리히샤펜

2018 Friedrichafen

2018.06.16~06.20

세르비아 GORA B2G 및 투자 유치 상담, KJUS

중국

심천

2017 Hi-Tech Fair

2017.11.17~11.20

중국 B2G 군납, 정부조달 Nano-Tech 업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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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무 계획

1) 매출 및 손익 계획 : 향후 3개년 추정 손익계산
MRD® 제품을 대기업 LF패션 Hazzys Golf 및 STCO, Codi-Galley 브랜드 등에
OEM 납품해 왔으며 신규 런칭한 MRD 브랜드를 국내외 프리미엄 온라인 채널
에 입점 판매함으로써 글로벌 친환경 다운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코자 합
니다. 해외 특허및 상표권 등록 완료 시점인 2021년을 기점으로 B2B 침낭침구 및
B2G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2023년 매출 100억 및 수익 22억 창출을 목표로 가지
고 있습니다.
매출 및 성장율 추이

2) 추정 근거 및 세부 매출 계획
사업구조별 매출 및 성장율 추이

11. EXIT PLAN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시점
당사는 향후 5년간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3년후인 2022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업가치 200억원으로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을 위
해 글로벌 친환경 다운시장의 리더로 우뚝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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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요인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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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앤드는 20년 이상 패션 의류 및 아웃도어 분야의 상품기획 노하우를 가진 상
품기획 전문가와 숙녀복, 아웃도어 분야의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업계 최고의
패턴 전문가가 상품제작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건강하고 기능성있는 제품을 만들
고자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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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참고자료

언론보도
2019년 3월 5일
아시아 경제 TV [클로즈업 기업현장] 인터뷰 방송
https://vimeo.com/317396279

2019년 2월 18일
머니투데이 방송 [환경산업연구단지 소개 內 (주)기쁨앤드 새싹기업 소개
http://m.mtn.co.kr/news/news_view.php?mmn_idx=2019021809440199663#_enliple

2018년 1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제 ['2018 이달의 으뜸 증기제품 12월' ] 기사
http://sp.hankyung.com/edition_2018/thebest/file/company_2018/20181224.A020_기쁨앤
드.pdf

연합뉴스 ['2018 환경창업대전 세대융합창업캠퍼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36131&s
id1=001

2019년 7월 18일
MRD(미라클 리얼다운) [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동영상 ]
https://vimeo.com/349354628 2019년 [06:17~06:19]
https://vimeo.com/287545151 2018년 [06:12~06:17]

2018년 6월 17일~20일
MRD 자켓 2018 독일 프리드리히 샤펜 국제 아웃도어 전시회
Friedrichshafen Outdoor Industry Award 2018_Final Round 진출 [01:18~01:22]
https://vimeo.com/281573797

2017년 11월 16일~21일
MRD 자켓 중국 심천 하이테크페어 국제 전시회 왕홍 인터뷰 동영상
https://vimeo.com/254823492

시상내역
대회명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이달의 으뜸
중기 제품

수상내역

수상일자

2019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2019.07.18

2018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2018.07.17

2017~18 중소기업
올해의 녹색상품

20108.3.10

2018 12월 이달의
으뜸 중기 제품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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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KGPN 친환경 대전 환경
부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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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증권에 관한 사항
1. 모집에 관한 일반 사항
(1) 모집개요
증권의 종류

보통주

모집총액

모집수량

5,000주

최소투자금액(원)/
청약단위(주)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

50,000,000원
100,000원
10주
1,000원

청약기간

2019.11.20 ~ 2019.12.15

배정일

2019.12.27

납입일

2020.01.02

주권발행일

2020.01.03

주권입고일
(교부일)

2020.01.2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12.31

신주의 배정방법

모집총액 내 청약 순 배정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2) 모집가액 결정방법
모집가액 결정방법

경쟁 스타트업 및 경쟁력 비교를 통해 결정

결정 절차

임시주총 결의

결정 관여자

주주

관여방식

임시주총 결의

(3) 청약 및 배정방법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인증 및 실명확인을 마친 투자자에 한하여 청약에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500만원, 소득요건구비 투자자는 1,000만원, 전문 투자자는 한도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청약기간의 종료 시 모집 금액이 발행 기업이 목표한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은 취소되고 배정일 익영업일까지 청약자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청약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청약한 증권은 청약 개시 일부터 청약 종료일까지 청약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청약금의 수정(감액
또는 증액)을 위해 기존 청약을 취소하고 신규 청약하는 경우, 신규 청약한 시점으로 배정됩니다.

2.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 내용
우리 회사가 모집하는 발행증권은 보통주로서 1 주당 1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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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 위험 요소
(1) 사업위험
① 친환경 다운 시장 형성 초기 _PFCs (13종 포괄) 국제 공인 규제 및 실험 기준 부재
2016년을 기점으로 PFCs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발수 제품과 대체 기술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신
규 브랜드들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 일부 브랜드에서 글로벌 N사의 친환경 다운을 활용하여 ‘친환경
다운’ 자켓으로 마케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본 M사의 초경량 P원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발수가공 시장
의 경우 세이렌과 고마쯔 세이렌 양사가 전체 시장의 85%를 독과점하고 있으며 C6 (PFOS) 발수제의 재고 과다
비축 사유로 향후 2~3년내 C0 (PFCs Free) 시장으로 전환 계획이 없는 실정으로 이들이 선전하는 친환경 다운
제품 착장 시 원단에서 독성 유해물질이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실시간 유입되어 면역력을 약화시켜
종양 성장을 촉진시켜 발암을 유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최대 기능성 원단 업체로 유명한 G사의 경우
PFCs Free 친환경 기능성 원단을 신제품으로 시장에 출시하여 국내 유명 아웃도어 B사, K사, E사등에서 사용하
며 ‘친환경 기능성 자켓’으로 대중에게 홍보되며 현재까지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나 실제 G사에서 사용하는
발수제인 8:2 FTOH 경우 휘발성 특성이 강해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쉽게 유입되어 PFOA (EU의 REACH
규정에 따라 치명적인 독성 발암 물질SVHC로 분류)로 분해되거나 변형되어 생애주기 동안 체내에 남아 신장암
및 고환암, 전립선암, 갑상선암과 같은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 저하 및 고혈압을 유발하여 인간의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치명적인 독성 유해 물질인 PFCs 13종 모두에 대한 포괄적인 글로벌
규제와 인증이 전무하여 이를 악용하는 대기업들의 얄팍한 상술에 친환경 애호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년 회계년내 당사에서 전세계 최초로 UL ECV PFCs FREE 인증을 획득하게 될 경우
PFCs 13종에 대한 국제적 규제 범위와 실험 기준이 통일되어 새로운 강력한 패러다임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이
탄생하게 되며 동시에 전세계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당사의 MRD 브랜드와 제품이 홍보되게 됩니다. 당사 MRD
제품은 전년 6월 UL 홍콩랩 13종 PFCs 검출실험에서 최종 ‘불검출’ 및 ‘통과’되었습니다

(2) 회사위험
① 재무적 안전성 관련 위험 _자본 잠식
2018년 재무재표 기준 당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보여 재무 안정성관련 위험해 보이나 이는 당사의 주력 사업인
B2B 중심에서 B2C 확장을 위해 발생된 일시적인 문제이며 글로벌 친환경 다운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지속적인 신제품 기술 개발과 마케팅 홍보 자금 및 신규 인력 채용 자금이 필요한 회사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2017년~2018년 KIBO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주거래 은행인 KEB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원
(1억원, 2억원)을 차입하여 기간 연장 진행하였고 기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 진흥기금으로부터 각각
0.5억원 및 0.7억원을 보증받아 KEB 하나은행으로부터 추가 1.2억원을 차입하여 기술개발과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체 부채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당년 B2C 사업의 성공을 통해 8억원 매출 목표 달성 시
손익 분기점 (BEP)을 지나 1.3억원의 수익이 발생 예상되나 차기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재투자되어 부채 비율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Start-Up 초기 신생 기업의 위험 _낮은 브랜드 인지도
Start-Up 초기 3년차 벤처 기업으로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고기능 초내구발수 가공 관련 글로벌 최고수준
의 독점 특허 원천 기술 (특허청 AA 평가) 보유를 기반으로 그간 ㈜LF Corp의 Hazzys Golf 및 ㈜STO의 S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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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Gallery등 대기업 브랜드 제품에 OEM 대량 납품 한 제품들이 조기 판매 품절되어 소비자와 시장의 검증을
마친 자신감과 다양한 친환경 애호 소비자의 요구와 성원에 힘입어 당년 가을 겨울 시즌 B2C 프리미엄 골프 시장
에 신규 진입 하였으나 런칭한 MRD 브랜드에 대한 사전 마케팅 및 홍보 부족으로 타사 대비 브랜드 파워/인지도
가 낮았으나, 블랙프라이데이 및 연말 홀리데이 시즌 전 국내외 파워 온라인 채널 입점을 확대함과 동시에 Open
Trade 크라우드펀딩 오픈 캠페인과 맞물려 북미 SNS 파워 인플루언서 마케팅 (유투브, 인스타그램)을 병행 진행
함으로써 단기간내 국내외 친환경 애호 소비자 및 환경 단체 회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판매사이트로 트래픽을 집중시켜 대량 판매로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최근 공팔리터를 통해 진행된 1차
북미 인스타그램 파워 유저 모집 캠페인 경우 폭발적인 관심과 경쟁 (22:1)속에 성황리에 종료되며 2차 캠페인의
시행 시점을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모든 신생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차입금 조달 실패, 투자 유치 실패 등과 같은 재무적인
어려움이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글로벌 친환경 다운 시장의 최전방 선두 주자로써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글로벌 메이져 대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원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
다. 가령 UL ECV New Scope인 PFCs 13종 Free 인증 범위 관련 비효율적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넓다라는
자본 주의 경제 논리로 거대 자본과 마케팅의 정치적 희생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안전과 웰빙 건강을 지키고 내일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친환경 다운 시장의 개척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버텨내기 힘든 상황의 논리에 몰려 먼저 포기
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3) 기타 투자위험
① 환금성 제약 위험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자자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증권의 발행일로 부터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어 매도할수 없습니다. 당사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유가 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등 에서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 거래는 별도의 규제나 규정이 없고, 공시된 주식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 시장에서 매도자가 직접 원매자를 찾아 상호간에 매매를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환금서에 제한 및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증권의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금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70백만원 이상 크라우드 펀딩 성공시 코넥스 시장 특례 상장 후 2023년 매출 목표 달성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외부 변수 등에 의해 상장 시기는 목표보다 더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식 가치 하락 및 기재 정보 의존에 따른 위험
본 건 온라인 소액 공모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 위험 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최대주주 등 지분율 변동 위험
게재 사항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최대 주주는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은 전체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M&A등 급격한 지분 변동 등으로 인해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특이
요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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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된 금액의 사용 목적
구분

상세 내용

사용 금액(원)

제품 개발

IoT연동 발열 패딩, 유소년 롱패딩

15,000,000

양산화 생산비

신제품 양산 원재료 구매발주

20,000,000

마케팅비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15,000,000

총 사용금액

50,000,000

총 모집금액

50,000,000

5. 부족분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모집 금액의 20%)
구분

상세 내용

방안 1

VC 또는 엔젤 투자 유치

방안 2

KIBO 해외 출원 특허의 가치 재평가 통한 보증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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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1) 회사 개요
기업명

주식회사 기쁨앤드

설립일자

2016.10.25

대표자

남 명헌

홈페이지

www.delights12.com

본사 전화번호

070-8778-0642

본사주소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151

임직원수

4

자본금

100,000,000

최대주주

남 명헌 대표

사업소개

친환경 비불소계 초내구발수
고기능 다운 제조 및 판매

중개업자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

(2) 회사 연혁
일자
2016년

내용
㈜기쁨앤드 설립 및 남 명헌 대표이사 취임
발수성 원단 및 이를 포함하는 발수 다운 제품 특허 출원 #10-2017-0010815
㈜LF Corp Hazzys Golf OEM 납품 및 ㈜STO 중국 상해법인 STCO 첫 수출

2017년

2017 중국 심천 하이테크 페어 전시회 한국관 초청 지원 참가
Alibaba.com B2B Gold Supplier 중기청 지원 입점
KIBO 기술가치 평가 보증 KEB하나은행 1억원 차입

2018년

국내 특허 등록 #10-1822957 및 해외 PCT 출원 PCT/KR2018/001062
벤쳐 기업 인증 #2018111988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 체결_스위스 취리히, 러시아 모스크바
UL Honkong Lab 13종 PFCs Free Test “불검출(Not-Detected)” 및 “통과(PASS)”
2018 독일 프리드리히 샤펜 아웃도어 전시회 참가 및 ‘2018 Outdoor Industy’ Start-Up
부문 출품 MRD 자켓 ‘최종 Final Round 진출’
‘2017/2018 중소기업 올해의 녹색상품’ 대한민국 의류 브랜드 최초 선정

2018년

‘2018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 대한민국 의류 브랜드 및 업체 최초 선정
환경부 주관 2018 친환경 대전 초청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중앙홀 전시”
2018 이달의 으뜸 중기제품(12월) 대한민국 의류 브랜드 업체 최초 선정
㈜STO Codi-Gallery OEM 납품 롱벤치 다운 자켓 E-Bay Collaboration 판매
‘2018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 R&D 사업화 선정 및 정부 지원금 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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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등록) KIBO 기술가치 재평가 보증 KEB하나은행 2억원 추가 차입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 KEB하나은행 1.2억원차입
E-TechHive 환경산업 연구단지 內 R&D 센터 입주

2019년

MRD Patent Tech 해외 개별국 출원_미국, 유럽, 일본(중국) 및 상표권 출원
장재찬 감사 임기 만료 퇴임
남 명헌 대표이사 중임
2019 독일 뮌헨 ISPO 아웃도어 전시회 참가(2월) 및 온라인 전시관 출품(6월)
2019 홍콩 메가쇼 전시회 참가 및 출품
아시아 경제 TV ‘클로즈업 기업현장’ 기업 소개 및 인터뷰 본방송 송출
KOITA 한국 기술 진흥협회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 #2019153161
‘2019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대한민국 의류 브랜드 최초 2년 연속 수상
환경부 주관 2019 친환경 대전 초청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중앙홀 전시”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 체결_미국 뉴욕
B2C MRD 신규 브랜드 런칭 및 LF Mall 및 Amazon US, Shopee 싱가폴등 입점
Open Trade 크라우드펀딩_주식형 공모
전세계 최초 UL ECV PFCs Free 인증 획득 (Pending)

(3) 자본금 변동 현황
(기준일: 2019 년 11 월 20 일, 단위: 원)
발행(감소)일자

발행(감소)형태

2016.10.25

설립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액면가액

주당발행(감소)가액

보통주

100,000

1,000

1,000

비고

(4) 미상환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주식의 총수
(기준일: 2019 년 11 월 20 일, 단위: 주)
구분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비고

합계

10,000,000

0

10,000,000

2.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00,000

0

100,000

3.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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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자

0

0

0

2)이익소각

0

0

0

3)상환주식의 상환

0

0

0

4)기타

0

0

0

100,000

0

100,000

0

0

0

100,000

0-

100,000

4. 발행주식의 총수(2-3)
5. 자기주식수
6. 유통주식수(4-5)

(6)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19 년 11 월 20 일, 단위: 주)
구분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 총수(A)

보통주

주식수

비고

100,000

의결권 없는 주식수(B)

0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0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0

정관 등에 의하여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0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A-B-C-D+E)

보통주

100,000

(7) 최근 3 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의 내용 및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생산 및 설비
① 현재 보유
종류

시장가액/현재가치

수량

(만원)

소재지

OHAUS EX1103G초정밀저울

1

376/285

인천 R&D센터

AND HW-100KGV고정밀저울

1

120/80

인천 R&D센터

② 주요 생산설비 투자진행 중 혹은 투자 계획
“해당사항 없음”
③ 생산능력 및 가동률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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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변동 및 사유

(2) 매출
사업부분

제조업

매출유형

OEM

품목

2018년 말

2017년 말

2016년 말

경량

수출

0

0

다운

내수

180,735,610

0

자켓

합계

180,735,610

0

경량
다운

수출

2,436,000

0

내수

87,293,479

32,930,802

0

조끼

합계

87,293,479

35,366,802

0

벤치

수출

0

0

롱

내수

218,160,000

0

0

다운

합계

218,160,000

0

0

2,436,000

0

수출
합계

내수

305,453,479

213,666,412

0

합계

305,453,479

216,102,412

0

우리 회사의 대기업 브랜드에 OEM 납품관련 매출이 33%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경영상의 주요 계약
“해당사항 없음”

(4) 그 밖의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①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등록일

발명자

특허 또는

전용

출원일

(고안자)

실용신안권자

실시권자

KR #10-1822957

2018.1.23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종류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특허권

발수성 원단 및 이를 포함
하는 발수 다운 제품

특허
출원

Water-Repellent Fabric and
Water-Repellent Down Product
Comprising The Same

EU#18744283.5

2019.7.30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특허
출원

Water-Repellent Fabric and
Water-Repellent Down Product
Comprising The Same

US#16477529

2019.7.12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특허

Water-Repellent Fabric and
Water-Repellent Down Product
Comprising The Same

JP#21439-KR

2019.7.12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출원
특허
출원
상표권

Water-Repellent Fabric and
Water-Repellent Down Product
Comprising The Same

MRD_MiracleRealDown

PCT/KR2018/001062 2018.2.1

40-1286149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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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MRD_MiracleRealDown

US#5,629,971

2018.12.18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상표권

MRD_MiracleRealDown

EU #1 376 768

2017.9.11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상표권

MRD_MiracleRealDown

JP #1376768

2017.9.11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상표권

MRD_MiracleRealDown

US #88634463

2019.8.14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상표권

MRD_MiracleRealDown

EU #018131225

2019.10.2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상표권

MRD_MiracleRealDown

JP #JKOTT1938

2019.8.27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상표권

MRD_MiracleRealDown

CN #40608248

2019.8.26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상표권

MRD_MiracleRealDown

40-1278234

2017.8.21

남명헌

㈜기쁨앤드

㈜기쁨앤드

② 법규에 의한 규제사항(회사의 영업활동, 비용지출 등 사업의 영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③ 환경물질 배출 여부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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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상태표 첨부(최근 3 개년 자료 첨부)

68

69

70

(2) 손익계산서 첨부(최근 3 개년 자료 첨부)

71

72

*상기 재무제표는 대표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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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①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음”
② 감사용역 체결현황
“해당사항 없음”
③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기재)
“해당사항 없음”
④ 게재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을 변경한 사유(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기재)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2019 년 11 월 20 일)
주주명

관계

남 명헌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주식종류

대표이사
계

주식수

비고

지분율

보통주

100,000

100%

보통주

100,000

100%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기간

근무처 명

최종직위

담당 업무

1997.01~2004.12

㈜LF Corp 마에스트로캐주얼

대리

상품기획 MD (머쳔다이져)
다운, 가죽, 자켓

2005.01~2007.5

㈜LF Corp TNGT

과장

캐주얼 상품기획 총괄MD

2007.06~2010.12

㈜LF Corp 라푸마

차장

남녀 의류 상품기획 총괄MD

2011.01~2014.7

㈜LF Corp 전략기획사업부

차장 TFT장

LF Corp 전브랜드 Hit상품기획 총괄

2014.6~2015.1

㈜화승 머렐

부장

상품기획총괄팀장(MD,DS,패턴)

2015.2~2015.12

㈜LS네트웍스 잭울프스킨팀

부장

상품기획총괄팀장(MD,DS,패턴)

2016.1~2016.12

㈜LS네트웍스 몽벨 기획팀

부장

상품기획총괄팀장(MD,DS,패턴)

2016.10~현재

㈜기쁨앤드

대표이사

경영 총괄 및 신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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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 년간 최대주주 변동현황
(기준일: 2019 년 11 월 20 일)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해당사항없음

남 명헌

100,000

100%

비고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제 29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30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1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
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
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2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원에 관한 사항
(기준일: 2019 년 11 월 20 일)
출생
연도

직위

남명헌

1973

박필제

1968

성명

보유주식수

상근
여부

담당업
무

주요경력

대표

상근

대표

LF Corp, LS네트웍스

이사

비상근

CTO

의결권 有

의결권
無

Stanford Uni PhD
㈜바이오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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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임기
만료일

100,000

0

37개월

2022.10.2
5

0

0

20개월

2021.3.22

7.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
“해당사항 없음”
(2)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이사의 독립성
회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전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4) 감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발행인, 대주주 및 임원의 형사범죄 경력
(1) 형사범죄 경력
“해당사항 없음”

(2) 소송현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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