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로벌 시장분석 : 2017-03호 ] K-Beauty의 글로벌시장 전략과 장애물

-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 -

  ○ 한국 화장품 트렌드의 글로벌 영향력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시장 확대와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2010-15년 전략의 수행과 성과, 그리고 기회 창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 점유율 성장 TOP 5내에 랭크됨
  ○ 이들의 대표적인 성공 전략에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으로 대표되는 빠른  
     신제품 출시 기조, 매스티지(masstige) 성격의 가격 책정, 단독 부띠끄         
     (Boutique) 매장 중심 유통, 그리고 강력한 온라인 채널 활용 등이 있음 

자료1. 세계 화장품 시장 점유율 5대 성장기업(Euromonitor, 2016)

  ○ 하지만 국제 시장 확장에도 불구, 한국 기업들의 대부분 매출은 아시아 시장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함
  ○ 2015년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전체 매출은 약 3%만이 아시아 이외 시장에서 발생

  



  ○ 세계 화장품 시장은 한국 제품 컨셉과 혁신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  
     보편적으로 어필하기는 어려운 부분(BB/CC크림 등의 명명 및 마케팅의 사례에서      
     보듯이)이 존재
  ○ 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 성분의 낮은 친밀감, 새로운 포맷(형태)와 효과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이 약점으로 꼽힘
  ○ 최근 주요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펼치기 시작한 전략들은 다양한 장애 요인들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는 케이뷰티(K-Beauty)의 인기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풀이되고 있음

□ 신제품 개발에 적용되는 패스트패션(Fast-fashion) 기조

  ○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비교적 짧은 제품 개발 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제품들은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주기적으로 출시되고 무엇보다 사용의  
     편리성과 천연성분에 초점이 맞춰짐

     

자료2. 라인프렌즈 에디션 제품

  ○ 또한 한국 브랜드는 트렌드적 기념일이나 최신 캐릭터들에서 영감을 받은 패키징을  
     출시하기도 함 : 예를 들어, 라인(LINE) 캐릭터를 활용한 더페이스샵(The Face  
     Shop) 제품이나 에뛰드하우스(Etude House)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 내놓은 진저브레드맨  
      (Gingerbread man) 등이 있음



자료3. 에뛰드 하우스 진저브레드맨 
제품

  ○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신제품 개발 전략은 오히려 경쟁 시장에서 불리함을 가져  
     다주기도 하는데 성공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높은 수준의  
     창의력, 그리고 효율성과 진보된 기술력 등이 가미되어야 함

□ 매스티지(masstige) 제품 시장에 진출

  ○ 한국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덜 포화된 매스티지(일반 대중제품과 명품 사이의  
     대중적인 중가 명품을 지칭) 제품을 주요 타깃으로 세우고 있음
  ○ 프리미엄 제품 시장은 성장하는 아시아 소비자들의 고급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경쟁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
  ○ 한국의 중가 제품, 예를 들어 라네즈(Laneighe)는 마케터들로 하여금 중산층과  
     같은 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

자료4. 라네즈 브랜드 포스터



  ○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격 전략은 단독 매장 형태와 더불어 브랜드에 프리미엄   
     이미지를 심어주면서도 구매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 단독 부띠끄(Boutique) 매장이 유통의 중심

  ○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주로 단독매장을 통한 소매를 드럭스토어나 백화점보다 선호함
  ○ 이것은 브랜드의 존재감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매스(mass)   
     혹은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차별화하면서 매스티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일부 컨셉 매장의 경우 소비자와의 다양한 소통 요소들을 가미하였는데,  
     네일샵이나, 디지털 영상, 브랜드 스토리 전시, 샘플 코너와 메이크업 존(zone)  
     등을 배치함
  ○ 이러한 모든 진취적 계획은 소비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매장 방문율과 함께 매출을  
     유지하는 비결이 됨 

    

자료5. 아리따움(Aritaum) 메가샵

  ○ 한국 화장품의 주요 타깃 소비자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라고 불리는 소비자층
  ○ 다수의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들 세대는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한국 브랜드의 인기는 또한 국가의 대중문화에 스며들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다만 이와 같은 케이컬쳐(K-Culture)는 아시아 외 대륙에서는 제한적임
  ○ 추가로 가격 설정 또한 매우 전략적인데, 비교적 어린 소비자층을 공략함에 따라  
     중산층이 특히 많이 구매하고 있음 

□ 강력한 온라인 채널 활용 전략

  ○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제조사들은 그들의 주요 소비자층을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엄과 Z세대 소비자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온라인 채널에 익숙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이런 소비자층을 활용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쓰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뷰티문화와 성분, 유사한 피부 및 모발 타입 특성을  
     공유하는 등 익숙한 점이 있으나 더욱 강력한 소비자 전략이 필요함

     

자료6. 세대별 디지털 문화의 영향 정도(Euromonitor, 2015)

  ○ 한국 화장품 브랜드 중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또한 다른 화장품  
     브랜드와 차별성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자체 온라인샵 뿐만 아니라 주요 현지 혹은  
     지역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함
  ○ 그러나 이들 브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안에 삽입되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있는데, 설사 제품이나 텍스쳐(texture; 질감), 성분에 대해서도 트렌드와 사용  
     테크닉(technique)에 대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함
  ○ 엄청난 수의 뷰티블로거들이 케이뷰티를 홍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주요  
     온라인 화장품 소매점인 미미박스(Memebox)는 이를 토대로 2015년에는 미국   



     사이트를 개설하였음

     

자료7. 미미박스 배너 

  ○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국제적인 잠재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강력한 디지털 도구의  
     활용과 소비자 교육이 필요함
  ○ 마케팅 기술, 패키징 기술과 유통 채널은 북미, 유럽 등 소비자층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할 것임
  ○ 케이뷰티는 현(現) 수요를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도  
     계속 경쟁해나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대표 제품인 에어쿠션 제품을 필로소피  
     (Philosophy), 디올(Dior), 바비브라운(Bobby Brown) 출시하는 등 성공적 혁신에는  
     유사한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기 마련임

     

자료8. 디올 스노우 쿠션 팩트 제품



  ○ 한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수록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러한 흐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한국   
     고유의 혁신성과 진정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함

■ 출처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년 7월)

  ◉ 관련 회사 홈페이지

■ 작성자 : 손성민 연구원 (mike@kci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