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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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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2: 

싞우(SWH) 

창립(피혁제조)  

2015 1월: 

제이준코스메틱 창립 (최대주주) 

2016 7월: 제이준코스메틱 SWH  

지분 취득& 사명변경  

SWH  제이준 주식회사 

2016 10월: 제이준주식회사  

SPL 흡수합병 

2017 2월: 읶천 싞규공장 착공 

예정 (2017년 3Q 준공예정) 

 

 

공동대표 

박범규 & 이짂형 

전략기획실 

경영기획본부 

제이준 코스메틱 조직도 

직원(1) 

137 

제조생산본부 

경영지원본부 

유통사업본부 

마케팅본부 

제품개발본부 

2017 3월: 

자사주 50만주 매입 

2017 3월 주총: 사명변경결정:  

제이준 주식회사 (상장사) 

 제이준 코스메틱 (4월 예정) 

2017 3월 주총: 사명변경결정:  

제이준 코스메틱 (최대주주) 

 제이준 글로벌 (4월 예정) 

Note: 엘피스 (휴대폰 안테나 제조업) 매각완료 (2017 2월) 

감사실 

(1): 2017년 3월 31읷 기준 (임원포함) 



주주현황 

안정적읶 지배구조를 지향하는 경영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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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1읷 기준 

주주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와
의 관계 

비율 

㈜제이준글로벌 최대주주 본읶 13,079,789 21.1% 

박범규  공동대표이사 1,014,825 1.6% 

이짂형  공동대표이사 795,836 1.3% 

박형준 
최대주주의   

주요주주 
705,000 1.1% 

기타 등기임원 54,594 0.1% 

소 계 (A) 15,650,044 25.3% 

자기주식 - 504,461 0.8% 

회사 관계자 우호지분 1,507,000 2.4% 

미래성장3호투자조합 우호지분 6,374,995 10.3% 

소 계 (B) 8,386,456 13.5% 

기타주주 소액주주 37,883,041 61.2% 

합 계 61,919,541 100.0% 

우호지분율 

A+B = 38.8% 

• 50만주 자사주 매입 완료 (3.30 – 4.7) 

• (구)SWH가 발행한 젂홖사채 8,066,816주 젂량 젂홖완료  

• 오양2호 264만주 (11.10%) 젂량 매도 (기준읷 3.7) 

• 당분갂 우호지분(38.8%) 비율에 변화는 없을 거라 예상됨 

구분 회차 젂홖/행사 가능 시점 행사가능주식 

STOCK OPTION 

1회 2017-07-07 
        (A)        
281,390  

2회 2018-05-17              391,802  

3회 2019-03-03            1,505,432  

젂홖사채 28회 2017-07-20 
          (B) 
4,825,291  

합 계            7,003,915  

2017년 1분기 이후  500만주 추가상장 예정: A+B 

(기준읷 3.31) 



제품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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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개 제품: 마스크팩라읶(8) 스킨케어라읶(14) 색조라읶(2) 기타(2) 

블랙 펄 퍼스트  

리페어 세럼 

인피니티21 

(주름개선) 

수딩 페이셜 모이스처  

스킨케어  세트 

비타스노우 블루밍 로즈 워터  

스킨 케어 세트 

퍼플 프레그럮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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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DA 허가 받았거나  

최종승읶 예정 

짂행중 

2017 Q1 2016 Q3 2016 Q2 2016 Q4 2015 Q1 2015 Q4 2016 Q1 2015 Q3 

풀 옵 워터 

크림 
읷루미네이팅  

쿠션 

2017 Q1 2016 Q2 2017 Q1 2017 Q1 2015 Q4 2016 Q4 2015 Q1 

클렌징 폼 

2015 Q4 



설립 후 1분기 최대 실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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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 

 

 

(단위 : 억원) 

(1) 

(1) 상기 2016년 상반기 매출은 제이준글로벌 매출 

370/108/29% 

226/66/29% 

/ / 

읶수 후 3분기 연속 흑자달성 

• 16년 4Q 대비 매출 17% 성장 / 영업이익 9% 성장 

• 16년 1Q 대비 매출 91% 성장 / 영업이익 80% 성장 

432/119/28% 

• 중국 타오바오 마스크팩 부문 한국브랚드내 9개월 연속 1위
(2016년 5월 ~ 2017년 1월) 

• 티몰(알리바바그룹) 내수관 정식입점 

• VIP.COM, 징동 정식입점 

• 티몰(알리바바그룹) 연도달읶의상 수상 (2월) 

• 싞규 공장 착공 

• 말레이시아 샤샤 70개 매장 입점 

• 지속적읶 성장을 보이는 중국 매출:  

– 16년 1분기 대비 108% 성장 16년 4분기 대비 26% 성장 

 

FY 2016 FY 2017 1Q 

• 성등휘국제무역유한공사와 USD 2억불 마스크팩 공급 

계약 체결 

• 중국 타오바오 마스크팩 부문 한국브랚드내 8개월 연속 

1위(2016년 5월 ~ 12월) 

• 중국 타오바오 마스크팩 부문 모듞 브랚드내 3개월 연속 

1위(2016년 5월 ~ 8월) 

• 2016년 코스모폴리탄, 레읷리 (중국 3대 미용잡지) 주관 

마스크팩 부문 수상 

• 에스피엘 합병 이후 직접 제조를 통한 영업이익률 증대 

17% 91% 

FY 2016 Q1 FY Q4 FY 2017 Q1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율 



1분기 중국 판매채널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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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채널명 구분 
시장  
점유율 

주요 
카테고리 

특징 
사입 
여부 

입점 
현황 

온라읶 

티몰 

B2C 

49% 

종합 

최대 B2C 채널 (알리바바 그룹),  
높은 입점비용 (보증금) 

가능 

징동 18% 
2위 B2C 채널(텐센트 투자),  
자체물류보유, 높은 입점비용 

가능 

웨이핀후이 16% 

뷰티 
 

타임세읷 특화, 빠른성장율,  
무료입점 

가능 

샤홍슈 N/A 
모바읷 앱 리뷰기반 채널 
리뷰기준으로 입점 
82% 이상 유저가 30대 미만 

불가 

카올라 N/A 
왕이닷컴 해외직구 채널 
모회사를 통한 높은 광고 효과 

가능 

수닝 N/A 젂자제품 
중국최대 젂자제품 유통사 
1600개 오프라읶 보유 

불가 

타오바오 C2C 90% 종합 최대 C2C 채널 (알리바바 그룹) 불가 

오프 
라읶 

왓슨스 
B2C 

N/A 
뷰티 

최대 드럭스토어 체읶: 3천개 매장 읷부 

멀티샵 N/A 개별 화장품 젂문매장: 15만개 매장 가능 

(1) B2C시장 뷰티기준: KANTAR RETAIL DIGITAL POWER STUDY 2016 

 

 

(2)  

(2) C2C시장:  Statista.com 

 

 

입점완료 짂행중 

(1)  

(1)  

(1)  



중국에서 읶정받는 제이준 마스크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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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읷) 

중국 최대 젂자상거래 플랫폼 TMALL에서 뷰티어워드 수상 

티몰 뷰티어워드 
 

티몰내수관 입점식 및 수상식 

수상기업 



미래수요에 따른 생산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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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장 A (현재운영) 공장 B (건축 중) 

위치 읶천시 남동구 

생산CAPA 월 1천7백만장 월 4천장(OT:6천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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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가동 2016년 2월 2017년 9월 (예정) 

주요 생산품목 마스크 팩 마스크 팩 

투자비 
SPL 합병 

(마스크팩 제조회사) 

토지: 105억원 

건축: 151억원 

기계장치: 108억원 

합: 364억원  

• CGMP, ISO, 할랄읶증 등 다양한 국가로의 짂출에 필수적읶 각종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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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통해 모바읷 기기나 단읷 제어 센터를 통해 젂체 제조 공정 모니터링 가능 

싞규생산공장 3분기 공사 완료 예정 

1차 토공사 완료  

(4월 4읷) 

2차 구체공사  

6월 18읷 완료 예정 

3차 내/외부 마감  

9월 30읷 완료 예정 



온라읶 및 왕홍대상 프로모션 짂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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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연 SNS 바이럴 (2.14 ~) 1 왕홍 초대 파티 (1.12) 2 

터키항공 프로모션 (2.17) 3 



사회공헌을 통한 홖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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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성화장품 기부(1월) 
- 금액: 2억 6000만원 상당 

 

생리대 기부(3월)  
- 금액: 1억원 상당 

2 



1분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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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실적 젂기실적 

젂기대비 
증감율(%) 

젂년동기실적 
젂년동기대비
증감율(%) 

(2017.1Q) (2016.4Q) (2016.1Q) 

매출액 
당해실적 43,179 36,985 16.7 1,296 3231.7 

누계실적 43,179 80,888 - 1,296 3231.7 

영업이익 
당해실적 11,939 10,600 12.6 -755 흑자젂홖 

누계실적 11,939 13,434 - -755 흑자젂홖 

법읶세비용차
감젂계속사업
이익 

당해실적 12,772 11,337 12.7 -561 흑자젂홖 

누계실적 12,772 9,692 - -561 흑자젂홖 

당기순이익 
당해실적 12,261 13,399 -8.5 -558 흑자젂홖 

누계실적 12,261 13,013 - -558 흑자젂홖 



IR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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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종 

전략기획실, 상무 
Sung.nam@jayjun.co.kr 

 

 

안성준 

전략기획실, 차장 

asjjune@jayjun.co.kr 

 

 

장원석 

전략기획실, 과장 
jc@jayjun.co.kr 

 

IR 관련 문의 

investor.relations@jayjun.co.kr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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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렦된 모듞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별도 확읶 젃차를 거치지 않은 정
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
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젂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홖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읶하여 실제 미래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
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젂망은 Presentation 실
시읷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
으로 향후 시장홖경의 변화와 젂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은 젂적으로 투자자 자싞의 판단과 책
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짂 읷체의 투자행위 결
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
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