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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다진주얼리 
 
대표이사      김용호 
 
주요사업      귀금속. 장신구 디자인 및 제조, 판매  
 
브 랜 드       브리진 [ BRIJIN ]  
 
설 립 일       2014년 11월 13일 
 
공장등록증   1497-5883-6514-5947 
 
주     소      1318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94번길 3, 3층(금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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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y  Art  jewelry  BRIJIN 

 man-made-stone gem jewe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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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얼리      다진 주얼리 

제조방식           정형화된 커팅방식                   용융주조방식  

                전량 수작업                 3D 프린팅  

생산량            수작업-소량생산       대량생산 및 소량.다품종화 

다양성             획일적 입체형 모양           무한대의 형상 및 Coloring 

가격 /소비층             고가         합리적인 가격 

소비층 
일부 부유층 

(예: 상위 10% Target) 
 대중화  

(예: 상위 30%)  

주문제작 
주문제작 

형상 일부 가능 주문자 100% 수용 가능 

칼라 불가 주문자 100% 수용가능 

경쟁상대 많음 없음 

품질  일반품질 고품질 

기타 천연원석 천연원석 아트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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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 라이트 공정도  

 총괄 기술자  

  

 디자이너  

    

            

 금형   물질분석(원석, Color)  

        

 세공   용융+Coloring  

        

    
 연마  

    

        

            

 조립                           (Gold Ring+

미네 라이트)  

    

 완제품  

   기존 보석 분야  

  

   미네 라이트 분야  

   미네 라이트의 특성을 감안한 기존 디자이너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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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현황 

 1). 세계 주얼리 시장 Luxury Art 주얼리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2).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움 
 3). 예술성과 Customized된 제품의 욕구와 수요가 늘고 있음 
 4).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음 
 5). 당사 핵심 생산 기술 보유로 일반 제품과 차별화 

  2. 소매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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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시장 규모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Jewelry Industry 277,414.3 304,488.9 311,545.3 309,955.3 308,704.7 329,014.0 350,450.8 352,549.9 282,751.4

Fine Jewelry 239,190.9 263,492.8 269,199.0 268,129.6 266,415.1 284,345.9 303,069.7 304,021.8 242,104.0

Costume Jewelry 38,223.4 40,996.1 42,346.3 41,825.7 42,289.6 44,668.1 47,381.1 48,528.1 4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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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Jewelry Market Scale by the Products  

Unit: 1Million USD 

※ Source: Euromonitor 

Dajin Jewelry in G-Fair, Duba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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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rovski Gucci Cartier Tiffany J.estina Chanel Louis Vuitton Stonehenge Lloyd Golden Dew

Men 32.0 39.2 28.0 23.6 14.4 30.4 24.8 12.8 11.6 13.6

Women 49.6 24.4 32.8 32.8 41.2 25.6 17.2 18.8 20.4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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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 Preference by gender 

Swarovski Gucci Cartier Tiffany J.estina Chanel Louis Vuitton Stonehenge Lloyd Golden Dew

age in 20's 36.6 23.2 25.0 22.3 27.2 22.3 16.1 17.9 29.5 8.0

age in 30's 39.3 27.9 35.2 30.3 37.7 19.7 10.7 22.1 20.5 17.2

age in 40's 30.7 33.1 31.6 33.1 26.5 33.1 22.8 10.3 8.8 17.6

age in 50's 46.9 41.5 29.2 26.2 20.0 35.4 33.1 13.8 7.7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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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Preference by Ages 

age in 20's

age in 30's

age in 40's

age in 50's

※Source: Wolgok Jewelry Foundation(Korea), Korea GALLUP, 2017 

※Source: Wolgok Jewelry Foundation(Korea), Korea GALLU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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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깃 마케팅  

• 세계 주얼리 시장 럭셔리 아트 주얼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화려한 예술성과 개성이 강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확대  
• 브리진 LUXURY 아트 주얼리 기존 파인 주얼리와 거의 동일한 품질 가격은 화인 주얼리 와 브릿지 주얼리 사이 위치함 
• 핵심 생산 기술 보유로 일반적인 제품과 차별화 이룸 
• 아트 주얼리 소비자 시장을 크게 확장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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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주얼리 시장  글로벌 거점 판매망 구축 
 

2).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플랫트 홈 구축 
 
3). 소셜미디어 적극활용 
 
4). 글로벌기업과 전략적 제휴 
 
5). 전시회 및 Conference 적극 참여 

 

  1). 원천기술 보유 및 기존제품과의 차별화 
  2). 제품의 다양성과 합리적인 가격 
  3). ON-DEMAND 서비스 구축 
  4). 독창적인 신소재광물(MINERITE) 보석 
  5).  브랜드화 
  6) 보석 착용의 일상 생활화 유도/자신만의 Customized Luxury  Art Jewelry 시대 개막 

2. 마케팅 전략 

3. 마케팅 방법 

보석 착용의 일상 생활화 유도/자신만의 Customized Art Jewelry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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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작품 주얼리 금속 틀에 부착되는 스톤 ( 아래 그림 참조 ) 을 형상 특수공법 방식으로 다양한 형상의 칼라  스톤 디자인 제품을 개발 수작업대

비 월등히 높은 생산성으로 소량 다품종 생산이 가능 

- 특허 등록번호 제 111806호: 규석을 주재로한 용융물의 형상 주조방법 

- 특허 등록번호 제 0332336호 : 형석 가공 방법 

- 공장 등록증번호 제  1497-5883-6514-5947 

- 국가지정 금.은세공 장인지정 제 2002-5호(노동부) 

- 1988년 서울 보석가공 기능대회 보석가공 부분 은메달 수상 

- 스톤을 용융 방식으로 성형하여 Art jewelry를 생산하는  

        경쟁사는 국내외에 없음 



기술개발 제품과 기존 제품 차이 

기존 수작업 제품은 틀에 맞게 그라인더에 갈아 맞춰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소량 생산으로 인한 고가의  판매 상품 형성 

기존 제품 

동사 발명 특허기법 특징 : 다양한 형상의 칼라 스톤 제품 유형군을 한번 세

팅 으로 수작업대비 월등히 높은 생산성으로  소량  다품종 생산 가능 

 

기술개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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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  DL Innovation  All rights reserved. Contains DL 

 Innovation‘s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nd  

may not be disclosed or reproduce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DL Innovation 

DaJin jewelry  www.dajinge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