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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COMPANY CONFIDENTIAL 2 

• 업계 최초 스텝별 마스크팩 출시, 교차판매 기회 확보 

• 2017년 출시 준비중인 신제품 대량 확보 

마스크팩: 8종 

그 외 제품 : 스킨케어(13종) + 메이크업(5종) 

풀 옵 워터 
크림 

드 주르 크록 
아쿠아 브라이트닝 

크림 

인피니티21 
(주름개선) 

시어버터20% 
핸드 모이스춰 

크림 

비타스노우 샤인 듀오 
유브이 선 

데일리 바이탈 
미스트 

퍼플 
프레그런스 

마스크 

멀티비타 
톤업 

마스크 

로즈 
블로썸 
마스크 

골드스노우 
블랙 

마스크 

블랙 물광 
마스크 

 

스킨핏 
마스크 

베이비 퓨어 
샤이닝 
마스크 

태반 
마스크 

1 2 3 4 5 6 7 8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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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2: 
신우(SWH) 
창립(피혁제조)  

2015 1월: 
제이준코스메틱 창립 

2014 1월: 
SWH 법인회생 개시  

2016 7월: 
제이준코스메틱 SWH 지분 
취득& 사명변경 (제이준 주식회사) 

2016 10월: 
SPL 흡수합병 

2015 1월: SWH 법인회생 종결  
& 사업부문 다각화(1) 

2017 2월: 인천 신규공장 착공 
예정 (2017년 4Q 준공예정) 

(1) 신우 자회사 : 아인시스(네트워크, IT 부품생산) 매각완료 엘피스(휴대폰 안테나 제조업) 매각예정자산 분류(2017년 Q1 매각예정)  
(2) 부설연구소는 2017년중에 제이준코스메틱에서 제이준 주식회사로 편입 예정 
 

공동대표 
박범규 & 이진형 

전략기획실 

경영기획본부 

제이준 주식회사 조직도 

직원수 
100 

제조생산본부 

경영지원본부 

유통사업본부 

마케팅본부 

제품개발본부(2) 



주주현황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지향하는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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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6 기준(가정)  

주주명 회사와의 관계 소유주식수 % 

㈜제이준코스메틱 최대주주 본인 12,320,000 22.88% 

박범규  공동대표이사 1,014,825 1.88% 

이진형  공동대표이사 795,836 1.48% 

박형준 최대주주의   
주요주주 705,000 1.31% 

기타 특수관계인들 367,497 0.68% 

소 계 (A) 15,203,158 28.23% 

자기주식 - 4,461 0.01% 

회사 관계자 우호지분 1,187,500 2.21% 

미래성장3호투자조합 우호지분 6,374,995 11.84% 

소 계 (B) 7,566,956 14.05% 

오양2호투자조합 (구) SWH 최대주주 2,649,710 4.92% 

기타주주 소액주주 28,432,901 52.80% 

 합 계 53,852,725 100.00% 

우호지분율 
A+B = 42.28% 

주주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와
의 관계 % 

㈜제이준코스메틱 최대주주 본인 13,079,789 21.12% 

박범규  공동대표이사 1,014,825 1.64% 

이진형  공동대표이사 795,836 1.29% 

박형준 최대주주의   
주요주주 705,000 1.14% 

기타 특수관계인들 367,497 0.59% 

소 계 (A) 15,962,947 25.78% 

자기주식 - 4,461 0.01% 

회사 관계자 우호지분 1,187,500 1.92% 

미래성장3호투자조합 우호지분 6,374,995 10.30% 

소 계 (B) 7,566,956 12.22% 

오양2호투자조합 (구) SWH 최대주주 2,649,710 4.28% 

기타주주 소액주주 35,739,937 57.72% 

합 계 61,919,550 100.00% 

우호지분율 
A+B = 38.00% 

참고사항: 상기 ㈜제이준코스메틱 소유주식수에는 24회 및 25회 CB의 주식 전환가능 
주식수인 759,789주가 포함 되었음 

2016.12.31기준  



투자 핵심포인트 
• 탁월한 재무 성과를 기반으로 높은 투자 잠재력 보유 

•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 검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중국외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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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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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매력적인 중국의 마스크팩 시장 
• 마스크 팩은 중국인 100명 중 45명이 사용하며 매년 26% 성장(1) 

• 중국은 연간 28억장의 마스크팩 소비국(1) 

• 연간 6회 이상 재구매율: 10% 이상 (2) 

• 기초화장품 (Skin Care)은 전체 화장품 시장 중 70% 

• 마스크팩의 판매량은 화장품시장의 18%로 에센스 다음으로 높음 비중 

기초 화장품 vs 색조 화장품(3) 화장품 품목별 순위(4) 

69% 

21% 

4% 4% 2% 

Skincare

Makeup

Haircare

Fragrance

Other

21% 

18% 

13% 12% 

8% 

7% 

6% 

5% 
5% 

5% 
Essence / Cream

Mask Pack

Skincare

Skin Toner

Cleansing

Perfume

BB Cream

Sun Cream

(1) 출처 : Tencent Magazine/닐센 리테일 데이터베이스 
(2) Kantarworld 리서치:CTR마켓 리서치 

(3)  매출기준으로 작성됨/ 출처: iResearch 
(4) 판매량 기준으로 작성됨 / 출처: iResearch 

6 

2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투자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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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타오바오’ 마스크팩 부문 
한국 브랜드 최초 
8개월 연속 판매 1위 

2016 COSMO 뷰티 대상 
코스모 뷰티 상 수상 

2016년, 설립 이후 최대 성과 달성 

• 8개월 연속 타오바오에서 한국브랜드 내 마스크팩 부문 1위 달성 (16년 5월~) 

• 이중 3개월간 글로벌 1위 유지 

2017년은 당사가 중국 마스크팩 판매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더 한층 성장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 

• 2016년에 취득한 5개의 위생허가 외에도 추가로 2017년 상반기내 6개 제품의 위생허가 취득 

• 티몰 국내관 입점 기준 통과(티몰 글로벌(a.k.a 직구) vs 티몰 국내관 비율 = 5 : 95 ) 

• 2016년 12월 중국내 상표권을 취득하여 향후 10년간 오프라인 판매 가능 

 



투자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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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공중파 PPL과 유명 연예인의 SNS를 활용하여 브랜드 노출 증가 

• 201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17년 마케팅 예산 10배 확대 

A 

E 

D 

F 

C B 

• C: 제주도 롯데제주호텔에서 3일간 진행한 제이준의 날에 
초청된 220명의 왕홍 (2016년 10월) 

• D: 중국 유명 연예인 / OMG의 MC 리웨이쟈  
(웨이보팬  2천700백만 보유) 

• E: 중국 하이난 섬 하이난공항 카트의 제이준 광고 
• F: 중국 저자엉 저장 TV에 방영되는 중국버전의 “런닝맨”의 

PPL (2016) 
 

• A: 중국 후난성 후난 TV OMG 채널에서 소개되었던  
제이준 신제품 마스크팩 (2017년) 
• B: Hunan TV 방영된 중국버전 “아빠어디가“ 프로그램의 

PPL(2016년) 

2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투자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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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중국내의 오프라인 판매 채널(드럭스토어 및 화장품 전문매장) 진출을 통해 매출 증가 기대 
• 국내 영업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ex-China)을 통해 판매채널 확장 

• 중국 매출 강화 전략: 오프라인 거래처 10,000개 목표 및 중국 티몰 국내관내 제이준 브랜드 샵 런칭 확정(17년 2월 28일) 

• 동남아시아:  500개 이상의 드럭스토어 (Watsons & Sasa) 입점 예정(2017년 1분기) 

3 검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2017-01-31 



투자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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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Countries 

2017 예정 

3 

• 세밀한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공신력 있는 유통망과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한 보수적 시장진입 

• 20개 이상의 신제품이 2017년내 출시될 예정: 모든 신제품은 소비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선별된 시장 및 국가에서만 출시

예정 

해외 진출 현황 

검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투자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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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구  분 공장 A (현재운영) 공장 B (건축 중) 

위치 인천시 남동구 

생산CAPA 월 1천7백만장 월 4천만장 

생산면적 2,705m2 (819평) 17,356m2  (5,259평) 

공장가동 2016년 2월(착공예정) 2017년 11월 (예정) 

주요 생산품목 마스크 팩 마스크 팩 

투자비 SPL 합병 
(마스크팩 제조회사) 

토지: 100억원 
공장: 200억원 

• 국내 최대 마스크 팩 생산 시설 2017년 2월에 착공 예정 

• 매월 안정적으로 4천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최대 50% 추가 생산 가능 

• 제약회사 제조공정을 적용한 마스크 팩 생산에 최적화된 위생환경을 구축하여 제품 불량률 최소화 

•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 기기 및 단일 제어 센터를 통해 전체 제조 공정 모니터링 가능 

• 일련의 생산과정을 방문객(거래처, 투자자 등)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공장투어 라인 구축: 생산 투명성 및 접근성 확보 



시장 우려 

• 중국시장에 집중된 사업 Risk +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 마스크 팩에 편중된 매출구조 

• (구)SWH가 발행한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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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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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relations@jayjun.co.kr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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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
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
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
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
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
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
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
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
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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