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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제안된 IPO 공모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Presentation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이하 “회사”)
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의 반출, 복사 또는 타인에 대한 재배포는 금지됨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본 Presentation에의 참석은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의 준수에 대한 동의
로 간주될 것이며 제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관련 증권거래법률에 대한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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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
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각 계열사, 자문역 또는 Representative들은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과실 및 기타의 
경우 포함)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투자 결정은 오직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내려
져야 할 것 입니다. 본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단, 출처표시 필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이 변경된 자료의 무단 배포 및 복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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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01 Corporate Identity

일상과 밀접한 브랜드 연구개발 
&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미디어커머스 기업

철저한 시장조사

흥행 가능성 높은 브랜드 기획

D2C(자사몰 유입유도) 전략 기반 

 높은 수익성 실현

SNS 플랫폼 활용

효과적인 미디어 마케팅 

남성 패션 
& 코스메틱

위생 & 청결용품 HMR 이너뷰티 
& 코스메틱

스트릿 웨어 다이어트 식품 통합 IT 플랫폼

01. 03.02.

애슬레져 웨어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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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커머스 : SNS를 효율적인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사업

- 커머스 업체 별 가격경쟁력 외 차별성 無

- 수익성 개선의 어려움 

1) 최저가 전략

- 트래픽이 높은 시간대 광고노출 = 비싼 비용(Pay to Win)
- 과도한 광고비 집행유도

2) 단순 배너광고

PROLOGUE

02 Media Commerce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일상생활에 영향력이 높아진 
   SNS를 마케팅플랫폼으로 활용, 커머스 비즈니스로 연계

- 미디어컨텐츠(영상 등) 기반, 전통적 매체 대비 제품의 장점표현 극대화 가능

주
요 
업
체

기존 온라인커머스 마케팅  소비자 타기팅 콘텐츠 전략의 미디어 커머스

INVESTOR RELATIONS 2020



CORE COMPETENCE

01. 브랜드 기획력
02. 제품 R&D
03. 미디어 마케팅
04. D2C 전략
05. 사업리스크 최소화 전략
06. 경영 성과

BRAN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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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X의 브랜드 런칭 Process

BRAND X의 브랜드 런칭 연혁

주1) 당사의 100% 자회사로 광고대행업을 영위(2019년 5월 17일 편입)

‘BRAND X’ 만의 브랜드 런칭 Process 확립: 성공 DNA 확보
00 Core Competenc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고객 관심사와 생활패턴 분석 및
미디어 마케팅에 적합한 브랜드 기획

제품구현 및 Spec-up을 위한
R&D 인프라 구축

CEO & 미디어 제작팀
& 이루다마케팅1)

자사몰 유도 전략, 
자체CS 조직을 통한 고객관리

브랜드·제품
기획 

제품 R&D 및
샘플링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퍼포먼스

Direct to Customer
(D2C)

01  02 03 04 

1)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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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슬레져
트렌드 몸매 보정 효과

젝시믹스

뱃살지우개
레깅스

청결, 위생
중요도 증가

감성적인
디자인 추구 휘아

세균 99.9%감소
칫솔 살균기

다이어트의
일상화

휴대가 간편한
도시락          쓰리케어

/ 포켓도시락
핸드백에 쏙

고객
Needs
발굴

산업
트렌드
분석

브랜드
Identity
전략수립

마케팅
&

제품기획

제품개발
및 

샘플링

포토
촬영

브랜드
론칭

BRAND 0  Core Competence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들의 관심사와 생활패턴 분석 
& 미디어 마케팅에 적합한 브랜드 기획

01 브랜드 기획력

미디어 마케팅에 최적화된 브랜드로 기획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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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R&D 센터를 통해 샘플 직접제작     
 - 신제품 준비기간 1/10 수준으로 단축

 한 달에 두 번씩 신제품 출시       
- 자사몰 고객의 방문 동기 부여          
   높은 브랜드 로열티로 재구매율 증가 효과

고객 피드백 반영된 디자인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 타사 칫솔살균기

가벼운무게

완벽한 Y-zone커버
● 인체 굴곡을 살린 입체 패턴
● 전면부 봉제선 삭제

허리를 감싸는 하이웨스트핏
● 허리말림현상 보완
● 몸매 보정 효과

활동성을 높여주는 인심 패턴
● 3D Inner Thigh Pattern

UV 차단

부드러운 텍스쳐

내구성

양면직조

흡한속건
유연성 & 복원력

연구소 설립

R&D를 통한소재 개발 디자인 개발

BRAND 0  Core Competence

자체 R&D센터 기반, 신속한 브랜드 기획 및 신제품 개발
02 제품 R &D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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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 서비스기획팀장
∙���카카오 다음 카페 기획팀
∙����SK커뮤니케이션즈   

신규사업팀 & 네이트 쇼핑팀

∙���누적 900개 패션뷰티 쇼핑몰 광고 대행
∙���카카오스타일의 경우 가장 많은 

 광고를 집행하는 No.1 광고 대행사 

주요 파트너

Media Creative

미디어 영상
촬영 및 편집

모션 & 그래픽
 디자인

SNS 광고 관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Performance Marketing

이노베이션
그룹

국내 스포츠웨어 및 온라인 단일 브랜드
네이버 월간 검색 수 (모바일 + PC)

2020.07.08.15시 기준

젝시믹스
(제시믹스 포함)

뮬라
(뮬라웨어)

안다르 핫핑 육육걸즈 휠라
(FILA)

MLB

다년간의 마케팅 경력 및 노하우를 확보한 CEO 패션 · 뷰티 전문 광고대행사 TOP 3 이루다마케팅

미디어 제작 및 SNS 광고 관리 전문 인력 확보 

마케팅
효과
극대화

강민준 대표이사

BRAND 0  Core Competence

효율적인 광고 제작과 집행 능력 & 온라인마케팅 전문 
광고대행사 “이루다마케팅”과의 시너지

03 미디어 마케팅

압도적 1위

 1,063,300

 401,720 
 553,400  482,000  448,100 

 261,490 
 170,000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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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05

502,352

138,06710,212

43,725

132,156

153,304

28,926

2017 2018 2019 2020

자사몰 누적 가입자 수 & 2회 이상 구매 고객 수

88.4%

2.2%
6.7%

2.7%
자사몰
백화점 등 기타

핏스토어
수출

D2C비중 9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자사몰 누적 가입자 수

2회 이상 구매 고객 수

[단위: 명]

BRAND 0  Core Competence

온라인 & 모바일 자사몰 구매를 유도하는 D2C 전략, 
지속적인 고수익성 추구

04 D2C 전략

광고, 물류, 고객관리 등
자체 시스템 활용

짧은 신제품 출시주기 및 
다양한 Event 활용, 자사몰 유입유도

효과적인 미디어마케팅을
통해 자사몰 유입유도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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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생산 시스템 
 �-�초기 투자 비용 위험 無

 - �재고 부담 없이 수요가 많은 제품 위주로 생산 가능
 �-�고객의 니즈를 제품에 즉각 반영하여 빠르게 개선

1개 브랜드 초기 투자비용 < 1억원

초기 광고 집행 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브랜드 성공 여부 판단

• 설립 이후 순이익 흑자 지속

• 낮은 부채 비율
• 차입금의존도=0 

안정적 자금 운용 * 증권신고서 기준

주1) Pilot Brand: 본격적인 신규 Brand 런칭 이전, 시장반응을  파악하는 단계의 Brand

1) 

Quick
Response
System

BRAND 0  Core Competence

Pilot Brand 
매몰비용 최소화 + 마케팅 효율분석 알고리즘 = 신규 Brand 성공가능성 증가

05 사업리스크 최소화 전략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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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R 
+ 120.5%

2,196

2017

2017

[단위 : 백만원]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18 2019 20191Q 2020.1Q

21,702

64,097

2,196

2017

3,709

2018

21,702

2018

9,937

2019

55,471

2019

10,158

11,404

젝시믹스 매출액
[단위 : 백만원]

휘아 론칭 이후 월별 실적 
[단위 : 백만원]

쓰리케어 매출액
[단위 : 백만원]

2020.1Q

21,051

2020.1Q

2,893

2019.09
59

2019.12

164

2019.10

180

2020.01

335

2020.03

574

2019.11

266

2020.02

388

2020.2Q

매출액

25,662

주1) CMGR(Compound Monthly Growth Rate): 월평균 성장률

BRAND 0  Core Competence

제품 경쟁력 및 브랜드 확장을 통해 매출액 및 수익성 지속적으로 증가
06 경영 성과

1) 

YoY
+ 125%

INVESTOR RELATIONS 2020



NO.1 CREACTIVE WEAR XEXYMIX 
요가복 MS 1위 

• 대한민국 No.1 애슬레져 브랜드
• 2015년 브랜드 론칭 
• 기능성과 편안함을 강조한 애슬레져 트렌드를 반영
• 원단의 텐션감과 편안함을 무기로 MS 1위
• 강력한 바디라인 보정 효과, 원단 유연성과 복원력, 땀 흡수와 빠른 건조
• 비침현상 방지, 부드러운 착용감 등 다양한 기능성으로 타 스포츠 브랜드와 차별화

BRAND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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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 퍼포먼스 중심의 운동복 현재 : ‘청바지’를 대체하는 일상복

애슬레져는 기존 스포츠 웨어 브랜드의 新성장동력이며, 스포츠 웨어 속 ‘일상’이라는 요소가 브랜드의 성공 여부를 좌우

[단위 :억원] [단위 :억원]

50,000 -5.0%

25.0%60,000

8.0%10,000
12.0%

20,000
16.0%

30,000 20.0%

55.0%70,000 24.0%40,000

'16 '16

5.3%

12.9%

'17 '17

-1.0%

'18 '18

-0.9%
9.8%

'19 '19

1.7%

14.7%

* 자료 : Bloomberg * 자료 : Bloomberg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일상’이 아닌 ‘스포츠(퍼포먼스)’에만 초점을 둔 전문 스포츠 웨어 브랜드 이미지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무는 애슬레져 웨어의 대유행 및 관련 수요 증가

CAGR 3.1% CAGR 15.6

0 4.0%

12.9%

BRAND 01  XEXYMIX

01 애슬레져 시장의 성장성 (1)

스포츠웨어의 패러다임 전환: 애슬레져(Athletic+Leisure)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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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lulemon(LULU) vs Under Armour(UAA) 주가추세 분석

주) 적용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에 공시된 2020년 6월 30일 매매기준(1,200.7원/USD)

[단위 : USD]Lululemon

15

25

100

35

45

150

55

65

200

75

250

85
300

2016.01 2016.07 2017.01 2017.07 2018.01 2018.07 2019.01 2019.07 2020.01 2020.07
550

과도한 퍼포먼스(기능성) 
집중에 따른소비자 선호도 하락

 UAA 성장성  우려

북미시장 중심으로
애슬래져 트렌드 확산

 LULU 성장성 주목

LULU :  �1)유럽 및 아시아시장 애슬레져
                 트렌드 본격적인 확산에 따른 주목�
              2) 남성 등 성공적인 라인업 확장
UAA :  ��  1) 북미시장 실적부진(컨센하회)�

      실망매물 출회�
  2) 애슬레져 트렌드 변화에 대응미비�
      성장성 둔화우려 부각

LULU :  �COVID-19영향 불구, 높은 성장
성 부각됨에 따라 주가 급반등

UAA :  �회계이슈 및 COVID-19에 의한�
실적부진우려

              부진한 주가흐름지속

기업가치변화

약 49.2조원
(2020.07.10)

약 20.9조원
(2016.01.01)

약 8.7조원
(2016.01.01)

약 4.9조원
(2020.07.10)

-76.6% 하락

+ 465.5% 상승

BRAND 01  XEXYMIX

01 애슬레져 시장의 성장성 (2)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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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웨어 전문 브랜드로 도약

• 2분기 전통적 여름 성수기 돌입
•  평년 대비 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보복소비로 매출 증가

•  남성 스포츠의류 연 평균 11.1%  성장
•  남성 헬스/피트니스의류
  연 평균 15.2% 성장

스윔 웨어
SWIM�WEAR

슈즈
SHOES

운동 소도구
EXERCISE TOOL

언더웨어, 아우터 外
UNDER WEAR, OUTER

맨즈
MANS

<국내 신발시장 규모>

<국내 전체 신발시장에서 운동화 비중>

스텝업 루프밴드

접는 요가매트

2009

3조 8676억

2018

6조원 대

2010 2017

36.2% 53%

‘XEXYMIX’ IP 인지도 기반, 지속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BRAND 01  XEXYMIX

02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INVESTOR RELATIONS 2020



暉[밝을 ; 휘]  雅[맑을 ; 아]
위생 청결 브랜드 

• 2019년 브랜드 론칭 
• 일상생활에서의 '청결유지' 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
• 제품 안정성과 감성을 반영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연구 개발 하는 브랜드

BRAND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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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네이버 데이터랩]

[단위:천원]

클린미스트

이클리너

에어컵

바른샤워기

합계

2019년 월평균

184,911

2020년 01월

402,518

2020년 02월

381,698

2020년 03월

551,462
2019년  월매출 대비 약 3배 급증

검색횟수 4배 증가

5.5.
2019

0

25

75

100

50

6.11. 11.6.7.18. 12.13.8.24. 1.19.
2020

9.30. 2.25. 4.2.

2019년 10월 론칭 이후, 네이버 칫솔살균기 검색 횟수 4배 증가

휘아 제품별 매출 비중

휘아 브랜드런칭
(2019.09.04)

마케팅 본격화
(2020.04.01)

‘위생’ & ‘청결’ Keyword 관심도 증가 트렌드 포착 
→ 전략적인 브랜드 런칭을 통한 성공적인 시장 개척

BRAND 02  WHIA

01 위생 & 청결 시장 개척 및 확장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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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육아 용품  및 패브릭 등 포트폴리오 확장

국내 유아 용품 시장 규모
[단위:조원]

[자료 : 통계청 및 업계 추산]

1.5

2012 2014

2.1

2016

2.3

2018

3.8

위에어 살균가습기 클린미스트 딥클린 살균티슈

에어컵 공기청정기이클리너 칫솔살균기

UV-C LED 이용하여 99.9% 살균 효과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 급증
시장 확대 전망

ETC

육아용품
젖병&꼭지 살균기

패브릭
침구 및 커튼

기타 생활용품
주방용품

기타 생활소비재

‘깨끗한 일상’ 관련, 생활소비재 전 영역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

BRAND 02  WHIA

02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INVESTOR RELATIONS 2020



• 2012년 브랜드 론칭
•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이 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브랜드 개발
• 일상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HMR 브랜드
• 식약처 인증 다이어트 보조제와 더불어 간편식, 저칼로리 간식 등의 제품 라인업을 확대

체계적인 다이어트
전문 브랜드 

깨끗하게 비우다 건강하게 채우다 슬림하게 유지하다

1 care step 2 care step 3 care step

BRAND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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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 시장의 성장 요인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식되며 매출 성장세 지속

국내 HMR 시장 규모 셀럽도 즐겨먹는 다이어트 도시락

[사진: 현아 인스타그램/라이머&안현모 인스타그램][자료: 농식품유통교육원, 삼성증권]

[단위:조원]

• 1인 가구 증가 (여성 경제인구 및 시니어 증가 등)
• Post - COVID 19 : 집콕 생활패턴으로 변화

• 가공 기술의 발달 및 제품 개발 등 투자 확대

• 온라인 · 모바일 등 유통채널 다변화
• 퀵배송 · 새벽배송 등 배송 물류 혁신

1.7

2015

2.3

2016

3

2017

4

2018

5

2019

10

2023(E)

CAGR 23%
(2010~2019)

1인 가구 증가 + 집콕 생활 패턴 = HMR수요 증가

BRAND 03  3 CARE

01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HMR 브랜드

수요

공급

환경

나트륨
함량
최소화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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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즈
다이어트

포켓 도시락

다이어트 간식
→ 거꾸로당 브랜드 출시

다이어트 간식
(닭가슴살 피자, 아이스크림, 곤약면 外)

•� 달달한 간식을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게 단백질 함유량을 높이고
  칼로리를 줄인 다이어트 전용 베이커리 브랜드

•� 식약처 사전승인을 거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제조될 예정

깨끗하게 비우기 → 건강하게 채우기 → 슬림하게 유지하기 → 죄책감 없이 즐기는 다이어트 간식

BRAND 03  3 CARE

02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INVESTOR RELATIONS 2020



INVESTMENT HIGHLIGHT

01. 성장성(1)_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
02. 성장성(2)_글로벌 시장 진출
03. 높은 수익성 지속
04. 사업 및 재무 안정성
05.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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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확대

제품 및
브랜드 확장

글로벌
진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E) 2021(E) 2022(E)

•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 브랜드 확장을 통한 성장

•  소비 트렌드변화에 따른 전방시장 
(애슬레져, HMR, 위생&청결)의 
높은 성장성

•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추가
성장 동력확보 

Global ‘BRAND X’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별 성장 전략 확보
00 Investment Highlight

시장
확대

제품 및
브랜드 확장

글로벌
진출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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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X  Investment Highlight

•  클라우드 서버, 각종 솔루션 구축 
•  IoT 운동용품 (가정용 자전거, 홈캠 등) 개발

[휴대용 체지방 측정기]

[디지털 체중계][디지털 줄자]

•  개인별 체질 분석 후, 처방 결과 제공
•  차전자피 식이섬유 : 변비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등에 탁월
   히알루론산 캡슐 등 출시예정

이너뷰티 시장규모 [자료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300억

2011

5,000억

2019

CAGR 42%

10년간 연평균 21% 성장 전망
2030년 홈트레이닝 앱 시장
규모 30조 원 예상

홈 트레이닝계 넷플릭스 '펠로톤(Peloton)'
코로나 19로 2020년 1분기 매출 급증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브랜드 런칭 Process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브랜드 확장
01 성장성_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

홈트레이닝 플랫폼 워너글램 토탈 이너뷰티 브랜드 닥터셀팜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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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사몰을 통한 D2C 해외매출 급증

BRAND X  Investment Highlight

2020.1Q 476,779

2019 641,802

2018 46,276

해외 B2B 매출 현황
[단위:천원]

[단위:천원]

103,869

1Q19

115,459

2Q19

189,456

3Q19

210,161

4Q19

476,779

1Q20

해외 D2C 비중 확대

일본 및 아시아 핏스토어 확대

해외 시장별 맞춤 전략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
02 성장성_글로벌 시장 진출

일본

홍콩

해외 1호 젝시믹스 핏스토어 오프라인 매장 설치, 인플루언서 적극 활용

젝시믹스, 휘아 등 당사 전 브랜드 통합 매장 설치 예정 
(침사추이 K-11쇼핑몰 , 기존 GAP매장 위치) 

태국 국내 Ent 소속, 현지출신 Global Artist와 협업 논의 중

미국 미국 내 Asian 대상 D2C 판매 확대 전략

•  주요 거점 핏스토어 설치
•  국가별 주요 인플루언서와 협업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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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 비중과 영업이익률 양의 상관관계

주요 패션 브랜드 D2C 비중 확대 노력

동종 업계 내 최고의 광고 효과
•  ROAS (Return on AD Spend) : 광고 대비 매출액
•  동일한 광고비 기준 높은 매출 발생으로 수익 

460.5%

334.7%

3개사 평균 B사 A사 D사

382.1%

324.6%

297.4%
90.00%70.00%50.00%30.00%

5.0%

10.0%

15.0%

20.0%

| D2C비중 | 

| 영업이익률 | *2019년 회계연도 기준
*D2C=자사몰+직영매장 기준

[자료: 각 사, Bloomberg]

[자료 : 마켓리얼리스트]

[단위: 억달러, %] 2020년 
40%내외 전망

매출 비중

24.3

2016

79

21.7

2015

66

28.7

2018

104

26.4

2017

91

31.6

2019

118

출처: Cretop(2019년 별도기준)

양의 상관관계

BRAND X  Investment Highlight

높은 D2C 비중 & 효율적인 비용관리로 수익 극대화
03 높은 수익성 지속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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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사몰 구매비중으로 Untact 소비트렌드 수혜
COVID-19 영향에도 20년 1Q 영업이익 전년 동기대비 증가

3,318

2020.1Q

32.8

2020.1Q

3,094

2019.1Q

128.8

2019.1Q

[쓰리케어 & 휘아 월별 매출액 추이]

코로나
수혜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사업 안정성 확보

20.0320.0220.0119.1219.1119.10

당사 영업이익 Lululemon 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달러]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 %]

[단위: %]

+7.2% -74.6%

미디어커머스

[ 이익 성장 ] [ 유동 비율 ] 

경쟁사 대비 우수한 재무 안정성

100

200

300

-

2017 2018 2019

5,000

10,000

15,000

-

Brand X B사 D사

2017 2018 2019

10,000

-

Brand X

Brand X

B사

A사

D사

M사

애슬레져

[ 이익 성장 ] [ 유동 비율 ] 

Brand X A사 M사

BRAND X  Investment Highlight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사업 안정성 확보 및 타사 대비 안정적 자금 운용으로 재무 안정성 확보
04 사업 및 재무 안정성

400

* 2019년 결산 기준

* 2019년 결산 기준

100

200

300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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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위
2025년

아시아
애슬레져 M/S 01위

2025년

매출액 01조원
목표

20개위

2025년

브랜드 라인업

위
2025년

해외진출
국가수 20개국

BRAND X  Investment Highlight

미디어 커머스 시대를 선도하는 Global No.1 = Brand X
05 Vision

INVESTOR RELATION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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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개요

매각제한 물량

공모주식수 3,797,209주 
(신주모집: 2,278,325주 / 구주매출: 1,518,884주)

공모희망가액 12,400원 ~ 15,300원

총공모금액(예정) 471억원 ~ 581억원

상장주식수(예정) 19,066,690주 (희석주식 포함1): 20,290,257주)

시가총액(예정) 2,361억원 ~ 2,914억원 
(희석주식 포함: 2,516억원 ~ 3,104억원)

공동주관증권사 대신증권, 삼성증권

주주명 주식수 비율 보호예수 기간
강민준     8,854,136  46.44% 상장일로부터 

1년이수연          411,800  2.16%
한국투자 RE-UP 펀드          304,601  1.60%

상장일로부터
1개월

한국투자 Industry 4.0 벤처펀드          304,601  1.60%
한국투자 Essence 투자조합           76,269  0.40%
한국투자 Growth 투자조합           76,269  0.40%
KTBN 13호 벤처투자조합          380,870  2.00%
KTBN 16호 벤처투자조합          380,870  2.00%
IMM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3호          228,570  1.20%
로그 성장기여 1호 펀드          152,301  0.80%
우리사주조합(사전배정분)         250,000  1.31% 예탁 후 4년2)
우리사주조합(공모분)         189,860  1.00% 예탁 후 1년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80,645  0.42% 상장일로부터 
3개월

소 계 11,690,792 61.32%

공모 후 주주구성

발행주식수
총 19,066,690주

최대주주 등
48.6%

기관투자자
29.8%

우리사주조합
2.3%

공모주주
18.9%

의무인수분
0.4%

주2) 예탁일 : 2019년 11월 18일

공모 일정

수요예측일 7월 30일 (목) ~ 7월 31일 (금)

청약일 8월 4일 (화) ~ 8월 5일 (수)

환불/납입일 8월 7일 (금)

상장예정일 8월 13일(목)

주1) 주식매수선택권 1,223,567주

Appendix

01 공모개요

INVESTOR RELATIONS 2020



33

이수연 대표이사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젝시믹스 부문 대표이사

 회사 개요  CEO 소개

 자회사 현황

회사명 ㈜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대표 강민준, 이수연

설립일 2017년 8월 23일

직원수 약 110명 (자회사 포함 약 170명)

주소 서울 성동구 뚝섬로 1길 63  영창디지털타워 6, 12, 16층

홈페이지 Http://www.brandxcorp.com

• 100% 지분 
• 2015년 설립
• 비상장
• 광고 대행업

• 100% 지분 
• 2016년 설립
• 비상장
• 식품 제조업

• 90% 지분 
• 2019.10 설립
• 일본 소재
• 의류 판매업

• 100% 지분 
• 2020.03 설립
• 비상장
•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BrandX.
Corp

이루다마케팅 쓰리케어 코리아 BrandX.Corp Japan 닥터셀팜

• 2014년 브랜드엑스그룹 대표이사
• 2009년 �SK커뮤니케이션즈� � �

신규사업팀�&�네이트�쇼핑팀
• 2005년 판도라TV�서비스기획팀장

• 2017년 젝시믹스코리아 대표이사
• 2016년 브랜드엑스그룹 디자인 팀장

• 2016~2005년 웹 디자이너 활동

강민준 대표이사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경영전략 부문 대표이사

Appendix

02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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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구분 2017 2018 2019 2020.1Q

유동자산      924,024     6,187,109  31,104,254 34,201,528 

비유동자산      138,450     1,408,528  10,446,128 11,878,899 

자산총계    1,062,474     7,595,637  41,550,382 46,080,427 

유동부채      705,678     3,665,203  11,068,023 13,014,184 

비유동부채               -                 -  16,244,672 16,192,649 

부채총계      705,678     3,665,203  27,312,695 29,206,833 

자본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자본잉여금               -                 -     1,927,489  1,927,478 

이익잉여금      256,797     3,830,433  11,460,630 13,465,703 

자본총계      356,796     3,930,434  14,237,687 16,873,594  

구분 2017 2018 2019 2020.1Q

매출액 2,196,046  21,702,488 64,096,769  25,661,506

매출원가 855,195  8,094,545 25,158,775  9,778,605

매출총이익 1,340,851  13,607,943 38,937,994  15,882,901

판매비와
관리비 1,398,153  9,063,720 29,026,687  12,565,118

영업이익 -57,302  4,544,222 9,911,307  3,317,783

금융수익 59  5,792 147,951 76,937 

금융원가 8  59,399 654,522 243,947 

기타수익 353,931  17,921 82,660 9,290 

기타비용  268  5,558 180,169 364,428 

당기순이익 256,797  3,573,636 7,629,419 2,001,406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2019년 4월 이후 자회사 편입으로 인한 연결 실적 반영

[단위 : 천원]

03 요약 연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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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구분 2017 2018 2019 2020.1Q

유동자산 924,024   6,187,109  28,890,660  31,481,094 

비유동자산 138,450  1,408,528  10,402,914  11,860,759 

자산총계 1,062,474  7,595,637  39,293,574  43,341,853 

유동부채 705,678  3,665,203  9,252,898  10,600,635 

비유동부채 -  -  15,501,203  15,466,068 

부채총계 705,678  3,665,203  24,754,101  26,066,703 

자본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자본잉여금 -  -  1,927,478  1,927,478 

이익잉여금 256,797  3,830,433  11,722,017  13,828,181 

자본총계 356,796  3,930,434  39,293,574  17,275,150 

구분 2017 2018 2019 2020.1Q

매출액 2,196,046  21,702,488  56,927,530 22,599,114 

매출원가 855,195  8,094,545  22,268,388 8,536,212

매출총이익 1,340,851  13,607,943  34,659,141 14,062,902

판매비와
관리비 1,398,153  9,063,720  24,280,014 10,629,838

영업이익 -57,302  4,544,222  10,379,127 3,433,064

금융수익 59  5,792  137,767  73,524 

금융원가 8  59,399  636,158  234,492 

기타수익 353,931  17,921  68,862  6,928 

기타비용 268  5,558  144,369  355,411 

당기순이익 256,797  3,573,636  7,891,584 2,106,164

03 요약 별도 재무제표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별도 재무상태표 별도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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