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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 개황
1. 국가 개요
위치

유럽, 서유럽

면적

675,417㎢(속령 포함 / 한반도의 3.1배)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

일

인구

6,739만 명(’20)

반

수도

Paris

민족

(프랑스 내 민족별 자료 수집은 위헌이므로 수집 불가)

언어

프랑스어

종교

카톨릭(63%), 이슬람(7%), 불교(0.5%) 등

정치 체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

정

국가 원수

Emmanuel MACRON 대통령(2017.05.14-현재)

치

의회

양원제(상원 353명, 하원 577명)

주요 정당

공화당, 사회당연함, 전진하는 공화국 등

화폐 단위

유로(EUR)

산업 구조

서비스업(58.7%), 제조업(13%), 건설업(5.2%)

주요 수출품

전자ㆍ전기 제품, 기타 제조품, 운송장비

주요 수입품

전자ㆍ전기 제품, 기타 제조품 등

주요 부존자원

우라늄, 석탄, 아연, 목재, 금, 어류 등

경제적 강점

높은 인프라 구조 및 공공서비스 수준, 높은 저축률

경제적 약점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 높은 정부 부채

경
제

출처 : World Bank,2020, IMF(2020)

구분

국내
경제

대외
거래

경제지표

단위

2018

2019

2020

GDP

조 달러

2.788

2.716

2.551

1인당 GDP

달러

41,536

40,380

38,625

GDP 성장률

%

1.8

1.5

-8.1

소비자 물가상승률

%

1.9

1.9

0.5

상품수출

십억 달러

582

570

488

상품수입

〃

659

643

582

무역수지

백만 유로

-79,611

-74,734

-82,635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66,628

188,865

-

환율
(달러 당,연평균)

€

1.1811

1.1405

1.142

출처 : World Bank(2020), IMF(2020), CEIC DATA(2020), TrendEconomy(2020), Statist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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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화장품 시장규모, 코로나 이전까지 연평균 0.4-1.1%대 감소 추이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시장규모는 –8.1%까지 역성장
프랑스는 세계 7대 화장품 시장규모를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기준 전세계
화장품 소비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프랑스의 화장품 시장규모는 2016년 133억 9,170만 유로
(18조 1,495억 원)를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0.4-1.1%대의 감소세를 유지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강한 영향력 속에 2020년 그 감소세가 –8.1%까지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GDP는 제조업 쇠퇴와 늘어나는 청년 실업률로 인하여 2010년대
저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기조 탈피를 위한 기업 세금 인하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프랑스 화장품 시장 규모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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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화장품 시장, 약 8조 7,019억 원 규모

▶

스킨케어 시장, 전체 화장품 시장의 25.1% 차지

Ⅳ. 부록

2020년 프랑스 화장품 시장 규모는 126억 7,650만 유로(17조 4,255억 원)를
기록했다. 그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스킨케어 시장으로 나타났다.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31억 8,120만 유로(4조 3,720억 원)로, 전체 시장의
25.1%를 차지했다. 이는 2위를 기록한 향수 시장 규모보다 1.7배 높은
수치이다.
이어 헤어케어 시장이 15억 9,880만 유로(2조 1,977억 원)로 12.6%의
점유율을, 남성용 화장품 시장이 14억 3,650만 유로(1조 9,746억 원)로
11.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색조화장품 시장이 전체 화장품
시장의 8.3%에 해당하는 10억 5,180만 유로(1조 4,458억 원), 데오드란트
시장이 0.4%를 차지하는 6억 200만 유로(827억 원)를 기록했다.

[표 2] 프랑스 화장품 품목별 시장 규모
구분

2016

전체

단위 : 백만 유로(EUR)

2017

2018

2019

2020

13,391.7

13,316.7

13,277.5

13,225.2

12,676.5

스킨케어

3,499.1

3,464.0

3,434.6

3,442.0

3,181.2

헤어케어

1,645.7

1,595.9

1,584.3

1,562.9

1,598.8

색조 화장품

1,455.2

1,457.7

1,435.9

1,406.6

1,051.8

546.5

527.9

501.3

486.2

467.7

남성용 화장품

1,678.4

1,643.2

1,623.1

1,609.4

1,436.5

향수

2,212.9

2,207.2

2,186.8

2,171.7

1,796.9

데오드란트

652.4

649.7

653.8

649.3

602.0

선케어

403.6

407.7

420.4

424.3

386.4

유아용 화장품

385.1

381.9

381.2

377.7

376.5

제모제

204.6

205.5

202.7

196.8

204.2

바디케어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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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전반적인 화장품 시장, 코로나 19 이전부터 꾸준한 감소세

▶

헤어케어 시장, 2019년 대비 2.3% 성장
프랑스 화장품 품목별 성장 추이를 살펴본 결과, 품목에 따라 매년 성장률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변화를 보이지만 유의미한 성장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프랑스 화장품 시장의 모든 품목은 큰 성장 없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혹은 역성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부터 프랑스 화장품 시장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색조화장품과 향수는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다. 2020년 코로나
19로 락다운 및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자, 색조 화장품 및 향수는 각각
–25.2%와 –17.3%로 가장 큰 성장률 하락을 보였다. 선케어 품목은
2017-2019년까지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지만, 2020년 –8.9%의 성장률을
보이며 역성장하였다. 헤어케어 시장은 전체 화장품 품목 중 유일하게
2020년 성장률이 2.3%로 성장하였다.

[표 3] 프랑스 화장품 품목별 성장률 추이 및 브랜드 점유율

스킨케어

헤어케어

색조 화장품

향수

1

Yves Rocher

(3.0%)

1 Elsève

(9.6%)

1

(5.9%)

1 Nina Ricci

(2.8%)

2

L'ORÉAL Paris

(2.6%)

2

Garnier Ultra Doux

(7.2%)

2 L'ORÉAL Paris

(4.8%)

2 La Vie est Belle

(2.8%)

3

Avène

(2.1%)

3

Head & Shoulders

(5.2%)

3 Yves Rocher

(4.4%)

3 J'adore

(2.7%)

4

La Roche-Posay

(1.9%)

4

Garnier Belle Color

(5.0%)

4 Lancôme

(4.4%)

4

La Petite Robe Noire

(2.7%)

(4.7%)

5 Kiko Milano

(3.4%)

5

Coco
Mademoiselle

(2.1%)

(4.0%)

6 Chanel

(2.9%)

6 Invictus

5

Le Petit Marseillais

(1.8%)

Jacques
5 Dessange

6

Signal

(1.8%)

6 Garnier Fructis

Gemey/Maybelline

(1.9%)

Christian Dior
Sauvage

(1.7%)

7

Oral-B

(1.6%)

7 L'ORÉAL

(3.1%)

7 Yves

(2.8%)

7

8

Gemey/Maybelline

(1.3%)

8 Garnier Olia

(3.1%)

8 Sisley

(2.6%)

8 Chanel N°5

(1.7%)

9

Nivea Visage

(1.3%)

9 Klorane

(2.7%)

9 BeneFit

(2.1%)

9 Eau Sauvage

(1.6%)

(1.2%)

10 Franck Provost

(2.5%)

10 Sephora

(2.1%)

10 Bleu de Chanel

(1.6%)

10 Bioderma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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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자국 브랜드 선도
2020년 프랑스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브랜드 중 자국 브랜드가 11개, 미국 브랜드가 4개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상위권 브랜드들이 점유율의 큰 변화 없이 수치가 유지되거나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브랜드는 롤리타 렘피카(Lolita
Lempicka)로, 2020년 0.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롤리타 렘피카는 프랑스
내 온라인 유통 및 세포라(Sephora) 등 화장문 전문 유통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이다.

[표 5] 프랑스 뷰티·퍼스널케어 브랜드별 점유율

단위 : %

구분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1

Yves Rocher

프랑스

3.2

3.2

3.3

3.3

3.0

2

L'ORÉAL Paris

프랑스

2.7

2.6

2.5

2.4

2.2

3

Avène

프랑스

2.1

2.2

2.2

2.2

2.1

4

La Roche-Posay

프랑스

1.9

2.0

2.0

2.0

2.1

5

Le Petit Marseillais

미국

1.8

1.7

1.8

1.7

2.0

6

Signal

영국·네덜란드

2.0

2.1

2.1

2.2

1.8

7

Oral-B

미국

1.1

1.2

1.3

1.3

1.4

8

Gemey/Maybelline

프랑스

1.7

1.6

1.6

1.5

1.3

9

Nivea Visage

독일

1.4

1.3

1.3

1.3

1.2

10

Bioderma

프랑스

1.3

1.3

1.3

1.3

1.2

11

Elsève

프랑스

1.2

1.1

1.2

1.1

1.2

12

Colgate

미국

0.7

0.7

0.7

0.7

1.1

13

Lancôme

프랑스

1.3

1.3

1.3

1.3

1.0

14

Clarins

프랑스

1.2

1.1

1.1

1.1

1.0

15

Garnier Ultra Doux

프랑스

0.9

0.9

0.9

0.9

0.9

16

Dove

영국·네덜란드

0.8

0.8

0.8

0.8

0.9

17

Sisley

프랑스

0.9

0.9

0.9

0.9

0.8

18

Sanex

미국

0.8

0.8

0.8

0.8

0.8

19

Sensodyne

영국

0.7

0.7

0.7

0.7

0.8

20

Diadermine

독일

0.9

0.9

0.9

0.8

0.7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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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 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

프랑스 스킨케어 시장, 자국 브랜드가 압도적 우위

▶

프랑스 브랜드 소비오, 2015-2019년 동안 21.5%씩 성장

Ⅳ. 부록

2020년 프랑스 스킨케어 시장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브랜드 중 자국
브랜드가 14개, 미국 브랜드가 3개로 나타났다. 프랑스 기업인 로레알 계열
브랜드가 총 여섯 개나 순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이브로셰, 코스메티크 액티브 인터내셔널 등 다양한 프랑스 화장품 기업의
브랜드가 스킨케어 시장을 점유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인 소비오(So'Bio Etic)가 2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프랑스 스킨케어 시장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브랜드들은 매년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5-2020년 연평균 성장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표 6] 프랑스 스킨케어 시장 점유율

단위 : %

CAGR

브랜드명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1

Yves Rocher

프랑스

8.0

8.0

8.2

8.4

8.2

0.6%

2

La Roche-Posay

프랑스

6.0

6.1

6.2

6.2

6.7

2.8%

3

Avène

프랑스

6.5

6.6

6.6

6.6

6.5

0.0%

4

L'ORÉAL Paris

프랑스

5.6

5.4

5.3

5.2

5.3

-1.4%

5

Nivea Visage

독일

5.2

5.2

5.1

4.9

4.9

-1.5%

6

Bioderma

프랑스

4.6

4.6

4.8

4.8

4.5

-0.5%

7

Diadermine

독일

3.6

3.6

3.4

3.3

3.0

-4.5%

8

Clarins

프랑스

2.8

2.8

2.8

2.7

2.6

-1.8%

9

Mixa

프랑스

2.0

2.0

1.9

1.9

2.1

1.2%

10

Lancôme

프랑스

2.3

2.3

2.2

2.2

1.9

-4.7%

11

Caudalie

프랑스

1.6

1.7

1.7

1.8

1.8

3.0%

12

Filorga

미국

(-)

(-)

(-)

1.7

1.8

(-)

13

L'Occitane

프랑스

1.6

1.6

1.7

1.7

1.6

0.0%

14

Nivea Visage/Vital

독일

1.4

1.4

1.4

1.4

1.3

-1.8%

15

A-Derma

프랑스

1.2

1.2

1.2

1.3

1.3

2.0%

16

Garnier Skin Naturals

프랑스

1.2

1.2

1.1

1.1

1.2

0.0%

17

Vichy

프랑스

1.4

1.4

1.4

1.3

1.2

-3.8%

18

Neutrogena

미국

1.1

1.1

1.1

1.1

1.2

2.2%

19

So'Bio Etic

프랑스

0.5

0.8

0.8

0.9

1.2

24.5%

20

RoC

미국

(-)

(-)

(-)

1.4

1.2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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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프랑스 색조 화장품 시장, 자국 브랜드가 Top20 중 15개 차지
2020년 프랑스 색조 화장품 시장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브랜드 중
자국 브랜드가 15개, 미국 브랜드가 3개로 나타났다. 스킨케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색조 화장품 시장 역시 자국 브랜드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색조 화장품 시장 상위 20위권에 속한 브랜드들은 매년 점유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2015-2020년 연평균 성장률은 모든 브랜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며 역성장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화장을 덜 하는 게 나아 보인다(Less is more)’ 트렌드 및 중소 인디 브랜드
에 대한 선호 증가 현상으로 보인다.

[표 7] 프랑스 색조 화장품 시장 점유율

단위 : %

CAGR

브랜드명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1

Gemey/Maybelline

프랑스

15.7

14.9

14.5

14.0

15.8

0.2%

2

L'ORÉAL Paris

프랑스

9.8

9.5

9.2

8.9

9.7

-0.3%

3

Yves Rocher

프랑스

7.7

7.8

7.9

7.9

8.0

1.0%

4

Lancôme

프랑스

6.1

6.1

6.2

6.2

5.9

-0.8%

5

Kiko Milano

이탈리아

4.5

4.7

4.7

4.7

4.8

1.6%

6

Chanel

프랑스

4.3

4.5

4.5

4.6

4.4

0.6%

7

Yves Saint Laurent

프랑스

4.6

4.5

4.6

4.6

4.4

-1.1%

8

Sisley

프랑스

3.5

3.5

3.5

3.6

3.4

-0.7%

9

BeneFit

프랑스

2.7

2.8

2.9

2.9

2.9

1.8%

10

Sephora

프랑스

2.8

2.8

2.8

2.8

2.8

0.0%

11

Bourjois

미국

4.2

4.2

4.1

4.1

2.6

-11.3%

12

Diorshow

프랑스

2.1

2.0

2.0

1.9

2.1

0.0%

13

Guerlain

프랑스

2.2

2.1

2.1

2.1

2.1

-1.2%

14

DiorSkin

프랑스

2.1

2.1

2.1

2.2

2.0

-1.2%

15

Clarins

프랑스

1.9

1.8

1.8

1.8

1.7

-2.7%

16

Shiseido

일본

1.9

1.9

1.9

1.9

1.7

-2.7%

17

Rimmel

미국

1.9

1.9

1.9

1.9

1.6

-4.2%

18

Mac

미국

1.5

1.5

1.5

1.5

1.6

1.6%

19

Christian Dior Addict

프랑스

0.7

0.8

0.8

0.9

0.7

0.0%

20

Avène

프랑스

0.6

0.6

0.6

0.6

0.6

0.0%

(’16-’20)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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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기반 소매

식료품 소매점
-현대 식료품점: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할인점, 편의점 등
-전통 식료품점: 체인점이 아닌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 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프랑스 뷰티ㆍ퍼스널케어 제품 87.4%,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

식료품 소매점, 헬스&뷰티 전문점 등 점포 기반 소매 비중이 높아
2020년 프랑스 뷰티ㆍ퍼스널케어 유통채널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약

개인 소유의 소규모 매장

90%의 제품이 점포기반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식료품 전문점

이외로 12.4%의 제품은 방문 판매, 홈쇼핑, 온라인 판매의 형태로 유통되며,

-헬스&뷰티 전문점: 드럭스토어,
약국, 화장품 전문매장 등

0.2%는 비소매 채널을 통해 유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비식품 전문 아울렛,
중고매장, 노점상 등
복합 소매점: 백화점

● 비점포 소매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식료품 소매점의 점유율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 증가하였다. 비식료품 전문점
중에서는 헬스&뷰티 전문점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나 이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2020년에 35.2%를 기록하였다.

점포나 가판대 없이 이루어지는
소매판매를 의미하며, 직접 판매,
홈쇼핑, 인터넷 소매 등을 포함함

비점포 소매의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직접 판매와 홈쇼핑의
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 소매의 점유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 비소매 채널

제품 판매를 주로 하는 소매점이
아닌, 헤어전문샵 등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의미함

2020년 11.2%를 기록했다. 디지털 마케팅 전략의 발전과 AR 등 기술적인
발달로 인해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수 없는 온라인 환경의 약점을 극복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표 8] 프랑스 뷰티·퍼스널케어 유통채널 점유율
2016

2017

2018

2019

2020

점포 기반 소매

92.6

92.0

90.8

90.0

87.4

식료품 소매점

46.3

45.4

44.6

43.9

47.0

현대 식료품점

45.5

44.6

43.9

43.3

46.3

전통 식료품점

0.8

0.7

0.7

0.7

0.7

40.5

40.9

40.6

40.4

35.9

39.8

40.1

39.8

39.6

35.2

기타

0.1

0.1

0.1

0.1

0.1

복합 소매점

5.8

5.7

5.7

5.6

4.4

비점포 소매

7.2

7.8

9.0

9.8

12.4

직접 판매

0.8

0.7

0.7

0.7

0.6

홈쇼핑

1.1

1.1

1.0

0.9

0.7

인터넷 소매

5.3

6.1

7.3

8.3

11.2

0.2

0.2

0.2

0.2

0.2

비식료품 전문점
헬스&뷰티 전문점

비소매 채널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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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 방법론
1. 데이터 수집

▶

단계 ① 화장품 이슈 정보 수집
화장품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프랑스 뷰티 매거진, 뉴스 매체, 커뮤니티 등
정보 수집원 26개를 활용하였다. 화장품 관련 카테고리 정보를 포함하여 뉴
스매체의 경우 라이스프타일 내 화장품 관련 데이터를 추출 수집하였으며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8.01-2021.02’, 데이터 수집량은 21,769건에 달한다.

[표 1] 프랑스 화장품 빅데이터 수집 정보원

13

매체명

사이트 주소

Vogue

www.vogue.fr

Usine Nouvelle

www.usinenouvelle.com

TOPSANTE

www.topsante.com

Stylistic

www.stylistic.fr

Pure trend

www.puretrend.com

Premium Beauty News

www.premiumbeautynews.com

Mue magazine

mue-magazine.fr

Marie France

www.mariefrance.fr

Magazine Avantages

www.magazine-avantages.fr

Madam le Figaro

madame.lefigaro.fr

Liberation

next.liberation.fr

Le sechos

serielimitee.lesechos.fr

Le progres

www.leprogres.fr

Le Parisienne

www.leparisien.fr

Le monde

www.lemonde.fr

Journal des Femmes

www.journaldesfemmes.com

Grazia

www.grazia.fr

GLAMOUR PARIS

www.glamourparis.com

Gala

www.gala.fr

Femme Actuelle

www.femmeactuelle.fr

fashion network

fr.fashionnetwork.com

Elle

www.elle.fr

Cosmopolitan

www.cosmopolitan.fr

Biens de grande consommation

www.biensdeconso.com

bhv

lodoesmakeup.com

Avantages

www.magazine-avantage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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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② 화장품 이슈 분석 키워드집 구축
수집한 문서 내용을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를 잘라내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 중 불용어(ex, ‘is’, ‘a’, ‘@’와 같은 조사, 관사, 특수기호 등)와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ex, ‘have’, ‘let’, ‘well’과 같은 범용적 의미의
동사나 부사)를 모두 제거했다.
키워드집은 각각 소비, 제품, 마케팅 등 3가지 분류별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글로벌 공통 키워드 (Skin, Dry, Makeup 등), 신조어 키워드 (Blue beauty
등), 국가별 키워드 (Marseille) 등으로 구분된다.

[표 2] 프랑스 화장품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집
분류1

소비

제품

분류2

키워드 (예시)
공통

신조어

프랑스

라이프스타일

simple, authentic

blue beauty

onco aesthetic

소비층

allergic, islamic

(-)

marseille

피부타입

dry, oily

(-)

(-)

피부고민

acne, aging

(-)

(-)

메이크업스타일

bold, glow, light

fake_freckle

(-)

소비시즌

black FRIDAY

(-)

bastille day

규제

e commerce law

(-)

CPNP

품목

All in one, blush

(-)

(-)

브랜드

Aesop, ardell

(-)

agent nateur

성분

acai, acrylate

(-)

(-)

효능

anti aging, detox

(-)

(-)

포장

pot, paper

(-)

(-)

형태

balm , cream, gel

(-)

(-)

특징

acetone free, bio

blue beauty

(-)

원산지

America, Ghana

(-)

(-)

소비채널

amazon, online

birchbox

blissim

홍보채널

blog, facebook

(-)

(-)

홍보방법

beauty box

virtual shopping

(-)

한류

COSRX, Korean

(-)

(-)

(-)

2022, next year

(-)

(-)

구축건수

2,320건

마케팅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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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③ 미래신호탐지기법을 활용한 잠재 이슈 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미래신호탐지기법을 통하여 지난 4개년
동안 발생했던 필리핀 화장품 이슈 키워드들의 증가율 및 평균 점유율을
분석하고, 현재 이슈이거나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트렌드들을
분석했다.
미래신호탐지기법은 이슈 키워드들의 구간별 단어 빈도(TF)를 분석하고
키워드의 중요도(Keyword Emergence Map)를 추산해 강신호(Strong Sign
al), 약신호(Weak Signal), 잠재신호(Latent Signal),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Not Strong but well-known Signal)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였다.
잠재 이슈는 ‘강신호/약신호’를 기준으로 ① 신조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② 미래 키워드와 연관되어 발생하였는지 여부, ③ 국가 특징 키워드가 잘
반영된지 여부를 평가하여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 3] 미래신호탐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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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잠재 이슈 선정 결과
선정 조건

순번

Top 20 이슈

주요 강신호/약신호

1

천연 화장품

jojoba_oil, ecocert, eve,
cosmos, organic, bio

2

친환경 제품

Solid, waterless
Solid_shampoo, No_water

3

제로웨이스트

reusable, zero_waste,
eco_packaging

4

글로벌 유통채널

lookfantastic, e_commerce,
feelunique, marionnaud

(-)

○

5

레티놀

Retinol, Tretiniol

(-)

○

6

블루뷰티

green_beauty, clean,
blue_beauty, eco_friendly

○
(blue_beauty)

(-)

(-)

7

CBD

CBD, cannabidiol

(-)

○

(-)

8

증강현실

AR, technical, application,
simulated, AI, make_up

(AR, AI)

○

(-)

9

프로바이오틱스

Probiotics

(-)

○

(-)

10

Free

surfate_free, silcone_free,
for_pregency

(-)

(-)

11

뷰티박스

birchbox, my_little_box
beauty_box,

(-)

○

12

마스크네

maskne, acne

13

스키니멀리즘

skinimalism, less_makeup,
skipcare, minimalism

(skinimalism)

14

다양성

personalized, diversity
fenty, inclusive

(fenty)

15

틱톡

tiktok, snapchat, millennial,
gen_z, gen_y

(mz)

16

윤리 소비

fair_trade, cruelty_free
peta, ethical

17

블루라이트

18

① 신조어

② 미래연관

○

(-)

(eve)

(-)

○
(deplastifier)

○

○

○
○

③ 국가 특징
○
(cosmos_organic)

○
(garnier)

(-)

○
(nocibe)

○
(tretiniol)

○
(for_pregnacy)

○
(blissim)

○

(-)

○

(-)

○

(-)

(-)

(-)

(-)

○

(-)

blue_light, clarins

(-)

○

(-)

셀프 태닝

self_tanner, spf, tanned,
at_home, from_home

(-)

(-)

(-)

19

슬로우 뷰티

slow_beauty, slow

(-)

(-)

(-)

20

로레알

l_oreal, loreal. brand

(-)

(-)

(-)

(maskn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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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④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최종 Top10 이슈 선정
필리핀 현지 화장품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망 및 시사점과 관련된 의견을
수취하였다. 칼럼리스트, 인플루언서, 현지 화장품 영업 및 마케팅 담당 등
총 10인의 현지 화장품 전문가와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는 서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도출된 Top 20 이슈 가운데 현지 화장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유효한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현 이슈 정도,
대중성, 이슈의 향후 확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20개 이슈별 전문가 동의율을
질의하였다.
또한, 최종 이슈 선정에는 동의율이 50% 이상인 이슈 중 연관이 있는 주
제를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핵심 주제와 관련이 높은 하위 주제
를 엮어 최종 이슈 10개를 [표6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5] 프랑스 전문가 인터뷰 대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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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전문가명

전문가 이력

1

Polina Zhigalkina

화장품 마케팅 담당자

2

Léna El Omari

화장품 마케팅 담당자

3

Polina Zhigalkina

화장품 마케팅 담당자

4

Laura Koeppler

화장품 영업 담당자

5

Aditi Parashar

화장품 마케팅 담당자

6

Valentine Petry

뷰티 에디터

7

Laura Koeppler

화장품 마케팅 담당자

8

Blossier Justine

뷰티 블로거

9

Laura Koeppler

화장품 마케팅 담당자

10

Margaux Largillet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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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종 이슈 선정 결과
순번

Top 20 이슈

최종 이슈 Top 10

1

천연 화장품

2

최종 선정 여부
평가 점수

선정 여부

무합성 & 유기농, 어떻게 변화할까?

9.4 / 10

○

친환경 제품

(61)번 이슈 통합)

(-)

(-)

3

제로웨이스트

(6번 이슈 통합)

(-)

(-)

4

글로벌 유통채널

포스트 코로나, 온오프라인통합 '옴니채널'

8.8 / 10

○

5

레티놀

(7번 이슈 통합)

(-)

(-)

6

블루뷰티

뷰티계의 새로운 물결 '블루 뷰티'

7.6 / 10

○

7

CBD

신시장 창출, 유럽 화장품 규정의 변화

6.6 / 10

○

8

증강현실

MZ 공략 신마케팅 '틱톡, AR, VR'

7.2 / 10

○

9

프로바이오틱스

마스크네 솔루션, 프로바이오틱스

8.6 / 10

○

10

Free

(1번 이슈 통합)

(-)

(-)

11

뷰티박스

(4번 이슈 통합)

(-)

(-)

12

마스크네

(9번 이슈 통합)

(-)

(-)

13

스키니멀리즘

메이크업은 미니멀하게, 스킨케어는 스킵 할 시간

7.4 / 10

○

14

다양성

더 강해질 '다양성과 포괄성'의 소비 문화

9.6 / 10

○

15

틱톡

(8번 이슈 통합)

(-)

(-)

16

윤리 소비

윤리의 시대, 화장품도 피할 수 없어

9.6 / 10

○

17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스킨케어, 성장할까?

6.6 / 10

○

18

셀프 태닝

(비선정)

6.6 / 10

(-)

19

슬로우 뷰티

(비선정)

6.2 / 10

(-)

20

로레알

(비선정)

5.8 / 10

(-)

1) 표 순번에 해당하는 이슈 번호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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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무합성 & 유기농, 어떻게 변화할까?
유기농 화장품 시장, 201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
기본적인 인증/라벨에서 성분의 과학적 증빙으로 마케팅 진화
‘무향, 고체, 데오도란트’ 시장으로 확대 전망
프랑스의 유기농 화장품 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세계 2위이자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은 일상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화학성분 무첨가를 의미하는 프리(Free) 라벨 제품과 천연/유기농 인증 취득 제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제품의 상세한 성분을 공개하며 안
전성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빙하는 마케팅 사례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
유기농&무합성 제품이라면 포장재도 친환경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재 활용이 필요
하며, 앞으로는 향료 자체를 배제한 무향 제품, 친환경 트렌드에 적합한 고체형
제품, 대부분 유해 화학성분으로 제조되었던 데오도란트에서도 천연/유기농 제품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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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는 프랑스

⦁전 세계 천연/유기농 퍼스널케어 제품 중 70%는
프랑스와 독일의 인증 취득
⦁프랑스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 규모 세계 3위
세계적으로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인증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천연/유기농 관련 인증은 30가지2)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세계 천연/유기농 퍼스널케어 제품의 70% 이상이
프랑스와 독일에서 인증을 받고 있다.
유럽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7%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50억 유로(약 6조 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는 관련 시장을 선도하며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랑스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세계 2위이자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기농 화장품 부문 매출은 2018년 7억 5,700만 유로(약 1조
377억 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0년의 3억 3,600만 유로(약 4,606억 원)
대비 약 2.25배 성장한 수치로 프랑스 전체 화장품 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유기농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성장 잠재력 또한 높게 전망되고 있다.

[그래프 1] 2010-2018년 프랑스 천연/유기농 화장품 부문 매출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Revenue of the organic cosmetics sector in France 2010-2018’, 2021

2) 주요 인증 : Ecocert, Nature & Progres, Cosmebio, Qualite France, BIDH, AIAB ICEA, ECO GARANTIE, SOIL Aoosication, Leaping Bunny, Natru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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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부터 이어져 온 ‘클린뷰티’ 전통시장 프랑스

⦁2002년 프랑스 유기농 화장품 협회 출범
⦁2006년 로레알(L'ORÉAL), 유기농 화장품 회사(Sanoflore) 인수
⦁2011년 에코서트가 참여한 유럽 유기농 화장품 표준 출시
프랑스의 클린뷰티(Clean Beauty) 움직임은 2000년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
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관련 규정이 없었던 2002년 당시, 프랑스의 10개
화장품 회사 연구소들이 모여 천연/유기농 화장품 협회 코스메비오(Cosmebio)를
출범시켰으며, 현재는 500개 이상의 회사로 회원 수가 증가했다. 코스메비오의
출범으로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비전을 만들고 강력한 인증 라벨을 부여함
으로써 소비자들은 다양한 마케팅 광고들을 검증하고 신뢰할만한 기준을 갖게 되었다.
2006년에 로레알은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사노플로레(Sanoflore)’를
인수했다. 1986년 프랑스 남부에서 설립된 사노플로레는 고품질의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 아로마 테라피 향수를 생산하는 업체로, 로레알은 자연
친화적인 브랜드를 인수하며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으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11년에는 프랑스 에코서트(Ecocert)가 참여한 유럽 유기농 화장품 표준
‘코스모스(Cosmos)’가

공식

출시되었다.

유럽의

여러

인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준을 통합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프랑스의 에코서트와 코스메비오, 독일의 BDIH, 영국의 SOIL Association,
이탈리아 ICEA에서 운영되던 인증 기준을 하나로 통일했다.

[표 1] 프랑스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관련 주요 연도별 이슈
구분

2002년

2006년

내용
프랑스의 10개 화장품 회사 연구소들이 모여
프랑스 유기농 화장품 협회 코스메비오(Cosmebio)를 출범

로레알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 확대를 위해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사노플로레(Sanoflore)’ 인수

프랑스 에코서트/코스메비오, 독일 BDIH, 영국 SOIL Association,
2011년

이탈리아 ICEA 등 유럽 여러 인증기관의 기준을 통합한
유럽 유기농 화장품 표준 ‘코스모스(Cosmos)’ 공식 출시

출처 : 프랑스 각 인증기관별 홈페이지 정보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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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뷰티 소비 트렌드를 확산시킨 것은 프랑스 공영매체’
⦁화장품 화학성분 관련 주제 시사방송 현지 화제
프랑스 내에서 클린 뷰티 소비 트렌드가 퍼진 것은 프랑스 공영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2000년대 이후 화장품의 화학성분 관련 주제
등을 다루는 시사방송이 현지에서 화제를 일으키며 주목을 받았다.
현지 뷰티 전문가에 따르면 프랑스 내 클린 뷰티의 인기는 화학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두려움을 이용해 지속되었다고 말하며 프랑스 공영매체의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파라벤의 위험성을 다루는 방송이 화제가 되었다.
이후로 화장품 업계의 광고 마케팅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었다고 언급했다.

출처 : La Quotidienne
(프랑스 TV 방송 프로그램)
(france.tv/france-5/la-quotidienne)

많은 프랑스 소비자들이 유카(Yuka)와 같은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화장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히 ‘저자극성(hypoallergenic)’, ‘무첨가(Free form)’만을 소구하는
마케팅은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제품의 상세한
처방을 설명하고 과학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폴라초이스(Paula's Choice),
디오디너리(The Ordinary)와 같은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Expert Interview ]

“클린뷰티에 대한 소비인지는 과거 TV 방송프로그램에서 파라벤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소비자들은 화장품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유카(Yuka)와 같은
성분앱의 활용도 증가하였습니다.
폴라초이스(Paula's Choice) 및 디오디너리(The Ordinary)와 같은
브랜드는 과학적 증거를 내세워 인기가 있습니다.”
Valentine Petry / 엘르(Elle)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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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무합성&유기농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 프랑스 뷰티 데이터 21,76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

Big Data Analytics : Organic & Chemical free

강신호

약신호

유기농의

무향

내추럴 뷰티

글루텐 프리

‘사노플로레’, ‘이브’, ‘에코서트’, ‘코스모스’가 확인되었으며, 약신호로는

사노플로레

오일 프리

‘무향’, ‘글루텐 프리’, ‘오일 프리’, ‘파라벤 프리’, ‘코스모스 오가닉’,

이브

파라벤 프리

에코서트

코스모스 오가닉

코스모스

BDIH

빅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의 유기농(Organic) 및 무합성(Chemical free)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강신호로 ‘유기농의’, ‘내추럴 뷰티’,

‘BDIH’가 감지되었다.
프랑스의 에코서트를 비롯해 유럽 유기농 화장품 표준인 코스모스, 독일의
유기농 인증기관 BDIH 등 인증과 관련된 키워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화장품에 대한 프랑스 소비자들의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무향, 황산염 프리, 글루텐 프리, 무알콜 등 각종 유해 성분
무첨가와 관련된 키워드가 다양하게 감지되어 무합성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6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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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 ‘입증된 천연/유기농&무합성 화장품’ 찾는다

⦁주요 구매 요인 Top 10 중 5건은 ‘천연/유기농&무합성’ 관련
저자극성, 친환경 포장, 인증/라벨, 유해 성분 함유 여부 등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주요
구매 요인 Top 10 중 5가지가 천연/유기농 및 무합성 관련 내용으로
나타났다.
세부 구매 요인으로는 저자극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33.1%, 인증
취득 또는 라벨링 여부 30.5%, 유해 성분(화학물질) 함유 여부 29.3%,
천연재료 사용 여부 27.1%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10대에서 저자극성은 56.6%, 유해 성분(화학물질) 함유 여부는
41%가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 응답율 대비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낮은 연령대에서 저자극성과 유해 성분 무첨가 관련
요소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3]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중요 고려 요소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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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스킨케어 구매 선호도,
천연/유기농 화장품 68.6%, 무합성 화장품 86.3%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진 스킨케어 제품의 구매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68.6%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천연/유기농 성분 화장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비슷한 응답 결과를 보였으며, 건성/지성 피부 타입
에 따른 응답도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해 연령 및 피부 타입과 상관없이 천
연/유기농 성분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무합성 화장품의 구매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
는 86.3%의 응답자가 동의를 표해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30대는 93.9%, 40대는 90.5%가 무합성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해
30-40대의 선호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피부 타입별 응답에서는 건성 8
4.1%, 지성 88.1%가 무합성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하며 전체 평균과
유사한 선호도를 기록해 피부 타입과 상관 없이 무합성 화장품에 대한 선
호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 소비자들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및 무합성 화장품에 대한 구매 선
호도는 전 연령대 및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인증으로 증명된 천연/유기농 화장품, 과학적으로 증빙된 무합성 화장품에
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4] 천연/유기농 성분 스킨케어 제품 사용여부

[그래프 5] 화학 성분 미포함 화장품 선호여부

출처(1)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출처(2)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증 취득 혹은 유기농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233명 응답 결과(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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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현지에 입점한 천연/유기농 화장품 특징은?

⦁프랑스 세포라 입점 ‘천연/유기농’ 화장품 BEST 8

● 세포라 ‘Good For 마케팅’

이미지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내용

프랑스 세포라에 입점한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기 제품을 살펴보면 자연

천연 성분 90%
이상 함유 제품

유래 성분 함량이 90% 이상 또는 유기농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 제품의

또는

유기농 인증 취득 제품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포장 또는 책임 있는
소싱

상세 처방과 유효성분 함량을 어필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요 베스트 셀러 제품으로는 디오디너리 나이아신아마이드 10%+징크1%,
세포라 컬렉션의 코코넛 페이스 마스크, 슈퍼 래디언스 세럼, 헤어 부스터,
에스티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세럼, 클라란스 더블 세럼,

동물유래 원료
무첨가 제품

레오놀그렐 헤어 트리트먼트 오일, 리투알 바디 크림이 이름을 올렸다.

출처 : 프랑스 세포라 온라인 쇼핑몰

한편, 세포라 쇼핑몰 내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Good For you(천연 성분

(sephora.fr)

90% 이상 함유 제품 또는 유기농 인증 취득 제품), Good For better
planet(친환경 패키지), Good For Vegan(동물 유래 원료 무첨가) 라벨을
부착해 천연/유기농 제품을 분류하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표 2] 프랑스 세포라 입점 ‘천연/유기농’ 화장품 Best 8
구분

내용

제품
이미지

브랜드

디오디너리

세포라

세포라

세포라

에스티로더

(The

컬렉션

컬렉션

컬렉션

(Estee

Ordinary)

(Sephora)

(Sephora)

(Sephora)

Lauder)

코코넛

슈퍼

페이스

래디언스

마스크

세럼

6유로

3.99유로

19.99유로

15.99유로

86유로

85유로

39유로

19.9유로

30ml

22g

30ml

60알

30ml

30ml

95ml

220ml

자연 유래

자연 유래

뷰티

안티에이징

성분 95%

성분 97%

서플리먼트

세럼

나이아신
제품명

아마이드
10%+
징크1%

가격/용량

안티
특징

블레미쉬
세럼

출처 : 프랑스 세포라 온라인 쇼핑몰 (sephor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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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라란스, 천연 성분을 강조한 홍보 매대 구성
⦁두낫드링크, 천연 성분 기반 향수 매대 구성
세포라 프랑스 매장에는 천연 성분 화장품들의 매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에 함유된 천연 성분과 함께 홍보하거나 천연 성분 기반의 향수 매대
등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들이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 현지 매장에서 제품 매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포라에 입점한
클라란스의 비건 스킨케어 컬렉션 ‘마이 클라란스(My Clarins)’는 유해한
화학성분은 물론 일체의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비건 친화적(Vegan
Friendly) 처방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며 클렌징 밀크, 클렌징 젤, 마스크 등
제품에 함유된 천연 성분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포라에서 출시한 천연 성분 기반의 향수 ‘두낫드링크(Do not drink)’
매대도 구성되어 있다. 자연 유래 성분 87%를 함유한 향수 컬렉션으로,
마다가스카의 바닐라, 인도의 재스민, 이탈리아의 탠저린 등 다양한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6가지 향수를 판매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패키지로 제작되었으며, 클린 뷰티와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대응하는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표 3] 프랑스 현지 매장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사진

클라란스

두낫드링크

(Clarins)

(Do not drink)

클렌징 밀크, 클렌징 젤, 마스크 등

향수

브랜드
유형

출처 :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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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유기농&무합성 화장품 품질을 증명하는 방법

⦁천연/유기농 인증 취득 화장품 선호도 66.4%
프리(Free) 라벨 부착 화장품 선호도 68.3%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천연/유기농 등 공식 인증받은 제품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66.4%가
그렇다고 응답해 공식 인증 취득 화장품에 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30대가 7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68.2%, 10대 67.5%, 20대 59.2% 순으로 기록했다.
유해 화학성분 등의 무첨가를 의미하는 ‘프리(Free)’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에코서트(Ecocert) 등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만큼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68.3%가 그렇다고 응답해 소비자들의 유해 성분 무첨가 제품에 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동일하게 30대가 73.2%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40대 72.9%, 10대 68.7%, 20대 60.0% 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프랑스에서 유기농 및 무합성 화장품의 품질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공식 인증 및 프리 라벨은 프랑스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품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6] 인증 취득 제품, 품질 신뢰 여부

[그래프 7] 프리(Free)라벨 부착 제품, 품질 신뢰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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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에게 영향력 있는 ‘유기농&무합성’ 인증 라벨은?
코스모스, 에코서트, 코스메비오, 페타 크루얼티 프리 등
⦁인증 취득은 품질 보증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랑스 소비자들이 인증된 화장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동의하며, 프랑스 내에서 잘 알려진 화장품 관련 공식 인증인
코스모스(Cosmos), 에코서트(Ecocert), 페타 크루얼티 프리(Peta Cruelty-free),
코스메비오(Cosmebio), 비건 소사이어티 (Vegan Society)와 같은 인증을
취득한다면 프랑스 시장 진출 시 좋은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품질에 관한 보증뿐만 아니라 현지 고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브랜드의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Expert Interview ]

“국가 인정 품질 인증(Cosmos, Ecocert, Cosmebio, Vegan Society,
Peta Cruelty-free 등)은 품질 신뢰성을 보증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브랜드에게 좋은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지
고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표 4] 주요 인증 5가지
구분

코스모스

에코서트

코스메비오

비건 소사이어티

페타 크루얼티 프리

(Cosmos)

(Ecocert)

(Cosmebio)

(Vegan Society)

(Peta Cruelty-free)

프랑스 1위

프랑스 유기농

인증기관

화장품 협회

천연 성분 95% 이상/

천연 성분 95% 이상/

유기농으로 생산된

유기농으로 생산된

식물 성분 95% 이상/

식물 성분 95% 이상/

전체 성분의 10%

전체 성분의 10%

이상 유기농 성분

이상 유기농 성분

라벨
이미지

특징

유럽통합기준

천연 성분 95% 이상/

인증

전체 성분의 20%

기준

이상 유기농 성분/
GMO 성분 사용 관리

영국 비건 인증기관

미국 대표 동물
권익단체

동물성 원료 및 동물

동물성 원료 미포함/

유래 성분, 동물 실험,

완제품에 관한

동물성 유전자 변형

비동물실험/

생물 미포함

동물 실험 의뢰 금지

출처 : 코스메틱OBS(COSMETIC OBS) 홈페이지 (cosmetico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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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건강네트워크(RES), 화장품 유해 성분 15가지 발표
⦁파라벤(Paraben) 등, 언론 이슈화로 소비자 기피율 증가
프랑스 환경건강네트워크(RES)는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성분 중,
내분비계 교란 및 발암 유발, 생식독성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가장 흔한
화장품 유해 성분 15가지를 발표했다.
부틸레이티드하이드록시톨루엔,

프로필파라벤,

옥티노세이트,

옥시벤존,

부틸파라벤 등이 해당하며 주로 방부제 및 자외선 차단제, 항균, 살균제,
계면활성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파라벤은 프랑스
공영매체 등 언론에서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프랑스 소비자들의
기피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가장 흔한 화장품 유해 성분 15가지
번호

성분명

사용 목적

위험 요인

1

부틸레이티드하이드록시톨루엔(Butylated hydroxytoluene)

방부제

내분비계 교란

2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방부제

내분비계 교란

3

옥티노세이트(Octinoxate)

자외선 차단제

호르몬 교란

4

옥시벤존(Oxybenzone)

자외선 차단제

호르몬 교란

5

부틸파라벤(Butylparaben)

방부제

내분비계 교란

6

레조르시놀(Resorcinol)

방부제, 염료

내분비계 교란

7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Cyclotetrasiloxane)

피부 컨디셔닝제

발암성, 생식독성

8

벤조페논-1(Benzophenone-1)

자외선 차단제

호르몬 교란

9

붕사(Borax)

pH 조절

생식독성

10

부틸 하이드록시 아니솔(BHA, Butyl Hydroxy Anisole)

방부제

내분비계 교란

11

트리페닐인산(Triphenyl phosphate)

플라스틱 유연제

호르몬 교란

12

옥토시놀-9(Octoxynol-9)

계면활성제

내분비계 교란

13

트리클로산(Triclosan)

항균, 살균제

발암성

14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방부제

발암성

15

옥토시놀-10(Octoxynol-10)

계면활성제

내분비계 교란

출처 : 프랑스 환경건강네트워크(RES) 홈페이지 (reseau-environnement-sant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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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유기농 vs 일반’ 화장품 어떻게 다를까?

⦁10명 중 7명, 인증 취득한 화장품에 더 높은 지불 의사 보유
⦁유기농 인증 화장품, 44.2%는 20-25유로부터 비싸다고 평가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천연/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더 높은 가격 지불 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70%가
‘그렇다’라고 답해 10명 중 7명은 인증을 취득한 화장품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가 78.4%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30대 74.2%, 40대
69%, 10대 52.9% 순으로 기록해 20-30대가 인증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인증받은 유기농 화장품의 가격 기준과 관련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들의 44.2%가 20-25유로(약 2만 7,000-3만 3,000원)부터 비싸
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8] 천연/유기농 인증 취득 제품 구매시, 더 높은 가격 지불 의사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증 취득 혹은 유기농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233명 응답 결과(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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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화장품 정의, 천연/유기농 원료 사용 & 친환경 생산
⦁유기농 화장품 기준은
‘천연/유기농 성분 함량 30-40%, 짧은 유통기한, 인증 보유’
프랑스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정의는 ‘천연/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친환경
생산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의미한다.
실리콘, 파라벤, 미네랄 오일, 왁스 등 화학합성이나 석유화학에서 파생된
성분을 사용하는 일반 화장품과 달리 유기농 화장품은 식물성 오일,
에센셜 오일, 천연 왁스 등 자연유래 원료를 주로 사용한다. 실질적인
효능을 구현하는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s) 함량이 일반 화장품은
1-2%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 활성 성분
함량이 30-40%를 차지한다.
개봉 후 유통기한은 일반 화장품은 보통 6개월에서 24개월 정도 되며,
합성화학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화장품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일반 화장품 대비 짧다.
일반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을 구분할 방법은 인증 취득 여부로,
에코서트(Ecocert),

코스메비오(Cosmebio),

코스모스

오가닉(Cosmos

Organic) 등 제품의 포장 패키지에 부착된 공식 인증 라벨로 유기농
화장품을 보증한다.

[표 6] 일반 화장품 vs 유기농 화장품 비교
구분
성분

개봉 후
유통기한

일반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실리콘, 파라벤, 미네랄 오일 등 화학성분 사용

식물성 오일, 에센셜 오일, 천연 왁스 등 사용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s) 1-2% 함유

천연 활성 성분 30-40%

6-24개월

6-12개월
에코서트(Ecocert), 코스메비오(Cosmebio),

인증

(-)

코스모스 오가닉(Cosmos Organic) 등
유기농 인증 라벨 부착

출처 : 프랑스 유기농 화장품 레오니아(LEONIA) 홈페이지 (leonia-cosmetiqu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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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에 자신 있는 화장품이라면, 활용해야 할 마케팅 채널

⦁프랑스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성분 분석 앱’ 활용 중
⦁앱을 통한 실제 구매 연계는 50% 수준, 성장 잠재력 高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INCI
뷰티’와 ‘유카(Yuka)’와 같은 성분 스캐닝 애플리케이션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8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10명 중 8명 이상은 ‘성분 분석
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으며 화장품 구매에 활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1.5%, 알고는
있으나 구매에 활용한 적은 없다는 응답이 33.5%를 기록해 앱을 통한 실제
구매 연동률은 아직 50%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현지 뷰티 전문가에 따르면 많은 프랑스 소비자들이 유카(Yuka)와 같은
앱을 통해 제품의 성분을 분석하고 구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 9]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 (ex, INCI뷰티 or Yuka) 인지 및 활용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증 취득 혹은 유기농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233명 응답 결과(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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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화해 유카, ‘성분, 유해성분 수, 위험도’ 기반 제품 평가
유카(Yuka), INCI 뷰티 등 다양한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대표적으로는 프랑스의 화해로 불리는 유카(Yuka)가 유명하다.
2016년에 식품 성분 분석을 시작으로 탄생했으며,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2018년 화장품 성분 분석으로
확대했다.
식품과 화장품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분석이 진행되며, 화장품은 제품에
구성된 성분 및 유해성분, 위험 수준 등을 알고리즘에 따라 분석 후 이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유카는 대부분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있으며, 많은 브랜드가 유카와
직접 접촉해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한다. 제품의 처방을
수정할 때는 사전개발 단계에서 유카에 성분 구성을 공유하고 제품 개발에
반영한다.
성분에 자신 있는 화장품이라면 프랑스 시장 공략 시 이러한 성분 분석
마케팅 채널에 관한 적극적인 활용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유카(Yuka)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출처 : 프랑스 디지털 매거진(Beauty Licieuse) 홈페이지(beautylicieu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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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기농&무합성 화장품 마케팅 방법은?

⦁무첨가(Free)나 저자극성(Hypoallergenic),
키워드만으로는 소비자 설득 어려워
⦁프랑스 소비자가 기피하는 ‘특정 화학성분 무첨가’
등의 키워드 구체화 필요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무첨가(Free)’, ‘저자극성(Hypoallergenic)’
키워드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인 증빙이나 상세한
설명 없이 화학성분 무첨가(Chemical Free)를 주장하는 단순 광고 또는
과장 광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무첨가, 저자극성을 소구하기보다는 폴라초이스(Paula's Choice)나
디오디너리(The Ordinary)와 같이 제품의 상세한 성분을 설명하고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프랑스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특정 화학성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거나 천편일률적이고 모호한
문구가 아닌 보다 과학적이고 상세한 증빙을 통한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pert Interview ]

“폴라초이스(Paula's Choice), 디오디너리(The Ordinary) 같은 브랜드는
‘무첨가(free from)’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효능을 설명하려고 하므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저자극성(hypoallergenic)’이라는 용어가 꼭
마케팅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오래된
방식이고, 소비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므로 단순히 ‘무첨가’를 주장하는
브랜드와 동일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습니다.”
Valentine Petry / 엘르(Elle) 에디터

“화학성분 무첨가 주장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사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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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초이스와 디오디너리의 마케팅 성공비결은,
‘무첨가(Free) 등의 키워드 중심 홍보가 아닌 과학적 사실’

“폴라초이스(Paula's Choice),
디오디너리(The Ordinary) 같은
브랜드는 ‘무첨가(free from)’를
소구하기보다는 제품의 처방을
설명하여 인기가 있습니다.”
Valentine Petry
엘르(Elle) 에디터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폴라초이스(Paula's choice)와
디오디너리(The Ordinary)의 마케팅 성공비결은 일반적인 ‘무첨가(Free)’
키워드 중심의 홍보가 아닌 ‘과학적 증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명 뷰티 전문가 폴라 비가운(Paula Begoun)에 의해 1995년에 설립된
폴라초이스(Paula's Choice)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효과적이고 유익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포뮬라의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폴라초이스의 모든 제품은 연구 논문을 통해 입증된 성분을 사용하며
참고한 모든 연구자료를 고객과 공유한다. 제품이 피부에 효과적이고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백 가지의 연구 논문 안정성 데이터 및
끊임없는 소비자 테스트를 거쳐 개발을 진행하며, 각 제품을 설명하는
상세페이지에는 성분의 배합을 위해 참고한 연구 논문이 기재되어 있다.
‘아름다움은 진실에서 시작된다(Beauty begins with truth)’는 철학을
기반으로 단순히 인기나 유행, 마케팅 광고가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Truth)을 추구하는 것이 폴라초이스의 핵심 가치이다. 품질에 자신이
있는 만큼 제품에 만족하지 않으면 구매 후 60일 이내에 환불을 약속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림 2] 폴라초이스 과학적 연구 소개 이미지

출처 : 폴라초이스(Paula's choice) 홈페이지 (paulaschoic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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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무합성 제품이라면 포장까지 친환경으로

● 전문가 인터뷰

⦁재활용 가능한 포장 소재 활용 ‘글로위쉬(Glowish), 페이(Pai)’
“친환경/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선호하며 ‘깨끗한’ 제품을

유기농&무합성 제품이라면 패키지 포장까지 친환경으로 고려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프랑스 세포라에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 소재를 활용한 글로위쉬(Glowish),

그것이 대부분 내 가치와

페이(Pai) 등이 입점되어 있다.

우선순위와 일치하고 내 소비를
책임감 있게 만듭니다.”
Aditi Parashar

후다 뷰티(Huda Beauty)의 서브 브랜드 글로위쉬(Glowish)는 무향 및

L'ORÉAL Luxe

천연 성분 90% 이상, 동물 유래 원료 무첨가의 내추럴 비건 메이크업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세포라 매장 매대에 ‘Good For you(천연 성분
90% 이상 함유 제품 또는 유기농 인증 취득 제품)’ POP를 비치해
홍보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위한 스킨 틴트 파운데이션을 주력으로 판매하며,
재활용 가능한 패키지 포장 소재를 적용했다.
영국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페이(Pai)도 유해성분 무첨가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 소재로 제작되었다. 세포라
매장 매대와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는 Good For you(천연 성분 90%
이상 함유 제품 또는 유기농 인증 취득 제품), Good For better
planet(친환경 패키지), Good For Vegan(동물 유래 원료 무첨가) POP와
라벨을 부착해 홍보하고 있다.

[표 7] 프랑스 세포라 입점 브랜드
구분

내용

매대 사진

브랜드
유형

글로위쉬(Glowish)

페이(Pai)

내추럴 비건 메이크업

유기농 비건 스킨케어

(스킨 틴트 파운데이션, 브론징 파우더 등)

(페이스 오일, 세럼, 크림 등)

출처 :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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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무합성 화장품 시장, 그 다음 방향은?

⦁유기농과 무합성을 넘어선 무향 트렌드 올 것

“무합성 화장품은 미미하지만,

프랑스에서 화학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무합성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꾸준히 인기를 끌 것으로

것과 관련하여 현지 뷰티 전문가는 느리지만, 꾸준히 관련 시장의 인기가

생각된다. 일부 프랑스 소비자들은
북유럽 소비자들이 지향하는
무합성, 무향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도 보인다.”
Aditi Parashar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부 프랑스 소비자들은 향료 자체가 일체 배제된 ‘무향료(無香料)’
화장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언급해 앞으로는 천연/유기농과 무합성을 넘어
‘무향(Fragrance free; Sans Parfum)’ 트렌드로 확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L'ORÉAL Luxe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제품에 특정 향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되는 향료는 알러지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피부와 건강에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무향 화장품에 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프랑스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 필유니크(Feelunique)는 제품 판매
페이지의 ‘제품 속성(Attributs du Produit)’ 필터에 ‘무향(Fragrance free)’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는 프랑스 소비자들이 ‘무향료’ 화장품을 찾고 있다는
예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프랑스 무향 화장품 사진

출처 : 세라비(Cerave) 제품 판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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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형 제품 출시 확대 전망, 치약/샴푸 등이 시장 이끌 것
⦁데오도란트에서도 천연/유기농 제품 출시 확대 기대
유기농&무합성 화장품은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일상에서 불필요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일명,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고체형 퍼스널케어 제품의 출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체형 타입의 제품은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 액상형
생활용품,

화장품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플라스틱 포장재가

줄어들면서 운송 비용도 줄어들어 도로의 교통량을 감소시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또한, 액상 제품은 방부제가 필요하지만, 고체형 제품은 인공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 물 햠량이 적어 유통기한도 길다. 치약, 샴푸 등 퍼스널케어
제품이 고체형 시장 형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화학성분이 적게
첨가되지만, 세정력은 우수한 고체형 클렌저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유해 화학성분으로 이루어진 데오도란트에서도 ‘천연/유기농 제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일반적인 데오도란트에는 알루미늄,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화학성분이 함유되어 우려가
있었으나, ‘천연/유기농 데오도란트’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어 관련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4] 프랑스 고체 화장품 공급업체

출처 : 프랑스 천연 화장품 제조업체 및 원료 공급업체 프로디지아(PRODIGIA) 홈페이지 (prodigia-cosme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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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

포스트 코로나, 온오프라인통합 ‘옴니채널’
온라인의 성장세와 높은 오프라인 선호도…뷰티 유통채널 변화
'클릭 앤 콜렉트'와 '뷰티 박스' 서비스 수요 확대
한국 브랜드, 인지도 극복 위한 채널 다각화 필요
프랑스 전자상거래 매출은 2011년 이후 10년간 207.4% 성장했으며, 팬
데믹 기간 동안 뷰티/퍼스널케어 온라인 판매량은 632.0% 증가했다. 온라
인 채널의 성장세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프랑스는 한국에 비해 배
송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았고 화장품은 시각적 요소와 직접 경험이 중
요해 현지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
온라인 쇼핑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온, 오프라
인을 통합한 옴니채널이 확대되며 뷰티 유통채널의 변화가 일고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하는 ‘클릭 앤 콜렉트’와
다양한 신제품 탐색과 체험이 가능한 ‘뷰티 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브랜드는 프랑스 내 낮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채널을 다각화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옴니채널 전략이 중요하며, 뷰티 박스 서비스
를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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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여부 동의율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급성장한 프랑스 온라인 쇼핑 시장, 화장품 산업에도 영향

⦁프랑스 전자상거래 매출, 2011년 이후 10년간 207.4% 성장
⦁프랑스 소비자 46.0%, 작년보다 올해 온라인 쇼핑 많이 할 것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프랑스 전자상거래
매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650만 유로(약 504억 원)에서 2020년에는
1억 1,220만 유로(약 1,551억 원)로 증가하며 2011년 이후 10년간
207.4% 성장했다.
2011년부터 2020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13.3%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은 8.5%

출처 : 씽크 위드 구글

증가했다.

(Think with Google)

프랑스 소비자 중 46%는 작년에 비해 올해 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할
것이라고 응답해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이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며 프랑스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프 1] 2011-2020년 프랑스 전자상거래 매출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2011-2020년 프랑스 전자상거래 매출(E-commerce revenue in France 2005-20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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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뷰티 및 퍼스널케어 온라인 판매량, 632.0%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품목별

온라인 판매량 변화 추이

⦁퍼스널케어 전자상거래, 2017-2025년 연평균 7.5% 성장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품목별 온라인
판매량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물리적인 쇼핑의 제한으로 인해 뷰티/퍼스널케어 및
식료품의 온라인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10월
프랑스 뷰티 및 퍼스널케어의 온라인 판매량은 632.0% 증가했다.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품목별
온라인 판매량 변화
(Online sales growth during
COVID-19 pandemic in France in
November 2020, per category)',
2020

프랑스 퍼스널케어

전자상거래

매출은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2017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5년 매출 증가폭은 약 27억 9,510만 달러(약 3조
2,702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프 2] 2017-2025년 프랑스 퍼스널케어 전자상거래 매출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2017-2025년 프랑스 퍼스널케어 전자상거래 매출(Personal Care e-commerce revenue in France
from 2017 to 20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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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새로운 뷰티 유통전략 등장

⦁프랑스 소비자 38%, 화장품 구매채널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선호'
⦁전통적 오프라인 유통 선호,
백신 접종 이후 오프라인으로의 회귀 예상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2020년

프랑스

소비자의

품목별

구매채널

선호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8%의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 시에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경우 색상을 직접 보고, 내용물 질감을 만져보면서 사용감을
확인하고 향을 맡아보기 위해 오프라인 채널 구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2020년 프랑스 소비자의 품목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구매채널 선호도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디지털 시장이 강화되었지만 화장품은 품목 고유의

(Item purchase and research:
in-store vs. online in France, by

특성상 소비자들이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선호할

product type)', 2020

것이라 언급했다.
상품 카테고리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품목들은 백신 접종 이후에 물리적인 쇼핑 제약이
해소된다면 오프라인으로의 회귀가 예상된다.

[Expert Interview ]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시장을 더욱 강하게 만들면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는
화장품의 정확한 컬러가 어떤지 모르거나 제품의 질감을 만져보거나
향수의 냄새를 맡고 싶다면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46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합한 옴니채널 서비스, 도입 시작
⦁신제품 탐색의 위험을 낮춘 '뷰티 박스' 판매량 증가
전례 없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생활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소매리서치센터((CRR)의 한 보고서는 상당수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시
문을 열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신속하게 변화에 적응하며 온라인 채널과 영리하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해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고 고객의 인기를 끄는
매장들도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세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도 중요하다.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판매자의 조언을 듣는 등 소비자들은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기에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디지털화되어
온라인과 통합된 ‘옴니채널(Omni-Channel)’의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뷰티 유통채널 또한 옴니채널 도입을 시작했으며 느리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비대면 쇼핑의 일환이자 신제품 탐색의
위험을 낮춰주는 ‘뷰티 박스(Beauty Box)’의 성장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브스크립션(정기구독) 커머스 업체들이 각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제공받은
미니어처를 한데 모아 만든 세트를 말하는 뷰티 박스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써볼 수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뷰티 박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뷰티 구독 서비스의 원조인 ‘버치박스(Birchbox)’의 프랑스 매출은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하여 2019년 4월에 비해 2020년에는 판매가 두 배로
증가했다. 집으로 배달되는 뷰티 박스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신제품을 발견하는 재미를 부여하며 매장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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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 옴니채널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 프랑스 뷰티 데이터 21,76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

강신호

약신호

이커머스

옴니채널

필유니크

뷰티 박스

버치박스

블리심

룩판타스틱

마이 리틀 박스

마리옹노드

Big Data Analytics : Omnichannel & Beauty box
빅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의 옴니채널(Omnichannel) 및 뷰티 박스(Beauty
box)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강신호로 ‘이커머스’, ‘필유니크’,
‘버치박스’,

‘룩판타스틱’,

‘마리옹노드’가

확인되었으며,

약신호로는

‘옴니채널’, ‘뷰티 박스’, ‘블리심’, ‘마이 리틀 박스’가 감지되었다.
뷰티 구독 서비스의 원조인 ‘버치박스’의 빈도(점유율)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룩판타스틱’, ‘블리심’, ‘마이 리틀 박스’ 키워드가 두각을
보여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해당 뷰티 박스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는 ‘룩판타스틱’ 뷰티 박스가 가장
두드러진 성장률을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이커머스’ 및
프랑스 대표 뷰티 유통채널인 ‘필유니크’, ‘마리옹노드’가 강신호로
확인되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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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뷰티 유통을 이끌 옴니채널 트렌드

⦁소비자 중 30.7%, '1년 이내 온라인 화장품 구매 경험 없음'
⦁화장품은 식료품/의류 대비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
프랑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7%가 1년
이내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응답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4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10-30대에 비해 온라인 화장품 구매 경험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화장품은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할 경우 피부 자극 및
부작용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식료품이나 의류 등에 비해 온라인 구매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언급했다.

[Expert Interview ]

“식료품은 의류나 화장품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 잘못 구매하거나
원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크게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류는
주문 후 입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매합니다. 쉽게 말해 식료품과 의류 모두 '모험에
따른 위험'이 적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다릅니다. 화장품은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할 경우 리스크가 큽니다.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여러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lossier Justine / 뷰티블로거

[그래프 4] 1년 이내 온라인 화장품 구매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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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온라인 구매 저해 요인,
'비싼 배송료, 긴 배송기간, 직접 써볼 수 없음, 서비스 제약'
⦁높은 배송 금액 및 느린 배송이 화장품 온라인 쇼핑 저해
프랑스 소비자 중 온라인 화장품 구매를 선호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매 저해 요인을 조사한 결과, 비싼 배송료와 긴 배송기간, 직접 써볼 수
없다는 점, 교환 및 반품 등 서비스 이용의 제약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배송 서비스가 발달하지 않아 높은 무료 배송 금액
기준과 느린 배송이 화장품 온라인 쇼핑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pert Interview ]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프랑스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구매할 땐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곤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배송비가 비싸고, 배송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세포라를 예로 들면,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적어도 60유로
이상 구매해야 하며,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구매한다고 해도 '일주일 내로 받으면 빨리 받았다'고
할 정도로 배송이 느린 편입니다. 특히 프로모션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온라인에서 구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그래프 5] 온라인 화장품 구매 저해 요인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온라인 화장품 구매 비선호자 1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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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 온/오프라인 채널 통합…소비자 경험 극대화
⦁소비자 중 74.5%, '향후 옴니채널 전략 도입은 필수적'
옴니채널(Omni-Channel)은 라틴어로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Omni)’와
제품의 유통 경로를 의미하는 ‘채널(Channel)’이 합성된 단어로, 한국경제
용어사전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다국적 컨설팅 업체 베인&컴퍼니의 다렐 릭비(Darrel Rigby)는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온라인 쇼핑의 풍부한 정보를 물리적 스토어의 장점 안에 녹여 통합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각 유통채널의 특성을 결합해 고객이 어떤
채널에서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객 중심으로 모든 채널을 통합하고 연결해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하고 판매를
증대시키는 채널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유통채널 방식이 기업이 주도적으로 채널 운영의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의 측면에서 각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였다면, 옴니채널은
고객이 중심이 되어 고객 경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각 채널 간에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핵심이다.
생활방식 및 소비행태 등 소비자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옴니채널은 기업
유통전략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옴니채널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4.5%가 향후 온, 오프라인을 통합한 옴니채널 전략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응답해 앞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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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 전략 대표주자, '클릭 앤 콜렉트'

⦁프랑스 '클릭 앤 콜렉트' 매출액 유럽 내 1위,
2023년 143억 유로 예상…전체 유럽 매출액 중 19.7%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한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하는 ‘클릭 앤
콜렉트(Click and Collect)’ 서비스는 온라인 화장품 쇼핑의 단점을
극복하며 옴니채널 전략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의 클릭 앤 콜렉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 내 클릭 앤 콜렉트 매출액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매출액은 유럽 내 1위를 기록했다. 2013년
40억 유로(약 5조 5,292억 원)에서 2023년에는 143억 유로(약 19조
7,668억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2023년 기준 유럽 전체 매출액
중 19.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래프 6] 2013-2023년 유럽 국가 내 클릭 앤 콜렉트 매출액

출처 : 애드가 둔 앤 컴퍼니(Edgar, Dunn & Company),
'2013-2023년 유럽 국가 내 클릭 앤 콜렉트 매출액(Click and collect: turnover Europe 2013-20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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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 85% '향후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 사용 의사 보유'
● 추후, 클릭 앤 콜렉스 서비스

사용 의사 여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45세 미만 소비자가 많이 사용
⦁구매 전 제품 체험이 가능한 것이 강점
이커머스네이션(E-commerce Nation)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 중 85%가 ‘내년에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2020년 연령대별 클릭 앤 콜렉트 사용 경험 현황을 살펴보면 25-34세가

출처 : 이커머스 네이션

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다음으로 35-44세가 36%, 16-24세가
34% 순으로 클릭 앤 콜렉트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45세 미만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전에 제품을 직접 확인해보고 체험 가능한 것이 강점인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는 옴니채널 트렌드에 맞춰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 7] 2020년 연령대별 클릭 앤 콜렉트 사용 경험 여부

출처 : 이커머스 네이션(E-commerce Nation),
'2020년 연령대별 클릭 앤 콜렉트 사용 경험 여부(Age range of Click and collect shoppers in Fra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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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라, 마리옹노드, 노씨베 등 프랑스 대표 뷰티 유통채널,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
구분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모두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 운영
⦁온라인 구매 후 1-2시간 내 매장 픽업 가능
세포라(Sephora), 마리옹노드(Marionnaud), 노씨베(Nocibe) 등 프랑스의

세포라
(Sephora)

대표적인 뷰티 유통채널은 모두 옴니채널 전략의 일환으로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자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리옹노드
(Marionnaud)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클릭을 통해 제품을 구매한 후 1-2시간 내 매장을
방문해 픽업이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 배너 및 오프라인 매장
노씨베
(Nocibe)

디스플레이, 쇼핑백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알리고 있다.
[표 1] 프랑스 대표 뷰티 유통채널의 '클릭 앤 콜렉트' 서비스
구분

1

2

3

매장 및 관련 홍보물 사진

세포라
(Sephora)

마리옹노드
(Marionnaud)

노씨베
(Nocibe)

출처 :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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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한계를 극복할 뷰티 박스 체험

⦁뷰티 박스 '미니어처, 샘플을 통해 신제품 탐색 가능'
⦁뷰티 박스 구매 경험 소비자 77.1%, '본품 구매한 적 있다'
미니어처, 샘플을 통해 다양한 신제품 탐색이 가능한 뷰티 박스는 대용량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체험형 공간에서 경험하거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뷰티 제품을 구독하는 ‘스트리밍(Streaming) 뷰티’를 추구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뷰티 박스를 통해 소비자는 여러 종류의 갓 출시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누구보다도 일찍 체험해볼 수 있으며, 새로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 트러블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수많은 뷰티 제품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 헤매는 소비자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선(先) 사용, 후(後) 구매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에
일조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뷰티 구독 박스 사용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1.2%가 경험이 있다고 답해
프랑스 소비자의 뷰티 박스 이용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경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뷰티 박스에서 체험한 미니어처 또는 샘플
제품의 본품 구매 여부를 확인한 결과, 77.1%의 소비자가 본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해 구매 전환율 역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8] 뷰티 구독 박스 사용 경험 여부

[그래프 9] 뷰티 박스 유경험 소비자의 본품 구매 여부

출처(1)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출처(2)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뷰티박스 유경험 소비자 25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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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화장품 테스트 어려워져…'뷰티 박스 체험' 선호
⦁프랑스 전문가, '매번 새로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강점'
코로나19로 인해 화장품 구매 시 오프라인 매장 이용이 감소하면서
‘테스터’ 등을 통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매로 연결하던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되었다. 뷰티 박스는 새로운 비대면 테스터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품의 체험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뷰티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척했던 ‘미미박스’는 올해 초 2세대
구독 서비스를 론칭했다.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거나 제품을
테스트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테마 별 뷰티 브랜드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 작업한 튜토리얼 영상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뷰티 전문가는 뷰티 박스 서비스가 등장한 지는 8-9년 정도
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어려워지고
샘플 체험이나 테스트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 뷰티 박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뷰티 박스를 통해 샘플이나 미니어처를
먼저 테스트해본 후 본품을 구매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적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편하게 받아보면서 체험해볼 수 있는 점도 뷰티 박스의
강점이라고 언급했다.

[Expert Interview ]

“뷰티 박스 서비스가 등장한 지는 8-9년 정도 되었지만,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샘플 체험이나 테스트 사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화장품을 본품으로 덜컥 구매하는 건 모험이지만, 뷰티 박스에서
샘플이나 미니어처로 사본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Polina Zhigalkina /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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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라, 룩판타스틱, 블리심, 마이 리틀 박스', 뷰티 박스 제공
⦁10-40유로 다양한 가격대…원하는 형태로 구매 가능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대표적인 뷰티 박스로는 세포라, 룩판타스틱, 블리심,
마이 리틀 박스 등이 있으며, 10유로(약 1만 3,000원)에서 40유로(약 5만
4,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되어 원하는 형태로 구매가 가능하다.
세포라는 130유로 이상 구매 시 향수,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 10가지 미니
어처로 구성된 ‘세포라 박스(Sephora Box)’를 증정한다. ‘룩판타스틱 뷰티
박스(Lookfantastic Beauty box)’는 매월 시즌에 맞춰 6가지 뷰티 아이템으로
구성된다. 1개월 구독 시에는 20유로(약 2만 7,000원), 3개월 18유로(약 2만
4,000원), 6개월 17유로(약 2만 3,000원), 12개월 15.5유로(약 2만 1,000
원)의 가격대로 구성되어 구독 기간이 길수록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블리심 뷰티 박스(Blissim Beauty Box)’는 매월 13.9유로(약 1만 8,000원)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소품 등 최신 화장품 미니어처
5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최소 60유로(약 8만 1,000원) 상당의 제품을 체험
해볼 수 있다.
뷰티 앤 라이프스타일 박스 컨셉의 ‘마이 리틀 박스(My Little Box)’는 뷰티
제품 뿐만 아니라 패션, 라이프스타일, 액세서리를 함께 제공한다. 월 구독
료 17.9유로(약 2만 4,000원), 연간 구독료 195.0유로(약 26만 5,000원)를
지불하면 매월 3개의 화장품과 2개의 액세서리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
[표 2] 프랑스 인기 뷰티 박스 브랜드
구분

브랜드명

가격

1
세포라 박스
(Sephora Box)
130.0유로 이상 구매
시 세포라 박스 증정

제품 사진

출처 : 각 브랜드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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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룩판타스틱 뷰티 박스
(Lookfantastic
Beauty box)
15.5-20.0유로

3

4

블리심 뷰티 박스

마이 리틀 박스

(Blissim Beauty Box)

(My Little Box)

13.9유로

17.9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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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라, 한국 화장품 포함한 뷰티 박스 출시하기도
⦁K-뷰티 박스 'Ma Petite Coree' 후기, 매달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 좋다
세포라는 한국 화장품을 포함한 ‘뷰티 박스’를 선보인 바 있다. 2021년
4월에는 80.0유로(약 10만 8,000원) 이상 구매 시 7개의 미니어처로
구성된 세포라 박스를 제공했으며 빌리프 아쿠아 밤 젤리 클렌저를 비롯해
더말로지카, 프레쉬, 오리진스 제품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K-Tech Beauty’
컨셉의 뷰티 박스의 경우, 80유로 이상 구매 시 토니모리, 스킨푸드,
닥터자르트, 에르보리앙 등 8가지 한국 화장품으로만 구성된 뷰티 박스를
증정했다.
100% 한국 제품으로 구성된 K-뷰티 박스 ‘마 쁘띠 꼬헤(Ma Petite
Coree)’도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화장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서 매달 편리하게 제품을 받아볼 수 있고 계절에 맞춰
필요한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 3] '마 쁘띠 꼬헤(Ma Petite Coree)' 뷰티 박스 후기

소비자
후기
1

“레위니옹 섬에는 한국 화장품이 없어서 마 쁘띠에서 주문하는데 믿을만하고 비용도 문제없다.
사이트는 매우 잘 만들어져 있고 제품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면
매우 빠르게 검색된다. 그들의 제품, 패키지, 고객 응대 커뮤니케이션에 완전히 만족한다.”

소비자
후기
2

“나는 이미 여러 제품을 주문했고 여전히 만족한다.
매 구매 시 소정의 선물과 함께 빠르고 잘 포장되어 배송된다. 한 마디로 추천한다!”

소비자
후기
3

“계절에 따라 피부에 맞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어 좋다.
고품질의 제품들을 제공하며 지금까지 실망한 적이 없다.”

출처 : 마 쁘띠 꼬헤(Ma Petite Coree) 홈페이지 (mapetitecor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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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험 다각화를 위한 유통채널 변화 필요

⦁세포라 '고객 경험 향상 위해 온/오프라인-모바일 채널 결합'
⦁화장품 구매 시 실패 최소화, 긍정적 경험 극대화
세포라 조사에 따르면 고객의 70%가 매장을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미리 관심 상품을 검색하고 후기를 읽었으며, 검색한 뒤 24시간 안에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에서는 모바일로 제품
정보를 찾고 추천 제품이나 후기를 읽어보고 가격 비교를 하였다.
세포라는 고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 때 반드시 거치는 것이
‘모바일 앱’이라는 점에 착안해 모바일을 오프라인 매장 경험과 온라인
가상 경험을 연결하는 통로로 활용했다. 또한, 고객의 360도 브랜드 경험을
높이면서 구매 여정을 트래킹하고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구글과 손을
잡고 ‘Analytics 460’이라는 솔루션을 적용했다.
고객 경험의 향상을 위해 온, 오프라인과 모바일 채널을 결합한 옴니채널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화장품 구매 시 경험할 수 있는 실패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극대화한 세포라는 2018년 프랑스 최고의 옴니채널 고객
경험을 제공한 유통 브랜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래프 10] 2018년 프랑스 최고의 옴니채널 고객 경험 제공 유통 브랜드

출처 : 씽크 위드 구글(Think with Google), '유럽 유통채널의 고객 경험 벤치마킹(Benchmark de l`expérience client auprès de
retailers européen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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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 전략은 유통채널 뿐만 아니라 브랜드 차원에서도 필요
⦁단순한 구매를 넘어 구매하는 모든 과정이 소비 만족도에 영향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옴니채널 전략은 소비자와 유통채널뿐만
아니라 모든 접점이 제품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브랜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옴니채널이라고
꼽으며 온, 오프라인 및 모바일 채널 전반에서 고객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면 브랜드 인지고 제고 및 판매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언급했다.
단순히 구매를 넘어 구매하는 모든 과정이 고객에게 경험이 되고 브랜드와
제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옴니채널은 구매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과
여러 접점을 만듦으로써 브랜드를 확실히 인지시키고 궁극적으로 구매로
연결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Expert Interview ]

“많은 사람들이 '옴니채널'이 '채널 관리자'에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화장품 브랜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자와 유통채널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브랜드 등 모든
접점이 제품의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Léna El Omari / MiiN Cosmetics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

“옴니채널은

새로운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는데 투자하면 인지도 제고와
구매 고려에 대한 이점이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옴니채널은 모든 단계에서 고객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과 여러 '접점'을 만듦으로써 고객이
브랜드를 확실히 기억하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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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온라인 채널로의 전환은 프랑스 시장에 맞지 않음
⦁옴니채널 서비스와 뷰티 박스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및 CX 강화
현지 뷰티 전문가는 여전히 많은 프랑스 소비자들이 매장을 선호하며,
오프라인 채널이 고객 경험 강화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온라인
채널로 전환하는 것은 프랑스 시장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특히 시각적 요소와 직접 경험이 중요한 화장품은 오프라인 채널의
서비스와 온라인 채널의 편리함, 접근성을 통합하여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옴니채널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고객의 구매 여정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한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하는 ‘클릭 앤
콜렉트’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의 경우, 다양한 브랜드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뷰티 박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합한 옴니채널
서비스와 뷰티 박스 입점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CX(Customer
eXperience, 고객 경험)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pert Interview ]

“옴니채널은 오프라인 채널의 서비스와 온라인 채널의 편리함과 접근성 등
각 채널의 장점만을 합친 판매형태로,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없애는 것은
프랑스에서는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여전히 많은 프랑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며, 오프라인 채널이 고객 경험 강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Aditi Parashar / L'ORÉAL Luxe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프로모션은 항상 낯선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입니다. 뷰티 박스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뷰티 박스 서비스는 유명 브랜드와 새로운/낯선/해외 브랜드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브랜드의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Valentine Petry / Elle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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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의 프랑스 유통채널 운영 방향

⦁프랑스 내 한국 브랜드의 가장 큰 약점은 낮은 인지도
⦁프랑스 뷰티 전문가 '적절한 채널 전략과 마케팅 진행 필수적'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랑스 내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가장 큰 약점으로
‘낮은 인지도’를 꼽았다. 우수한 제품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인지도

부족으로

프랑스

시장에서

철수했던

사례를

안타까워하며 현지 소비자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채널 전략과
마케팅 진행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미 수많은 제품들로 포화상태인 프랑스 뷰티 시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로 채널을 다각화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적은
채널로도 효과적으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옴니채널 전략과 구매 경험
전반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Expert Interview ]

“모든 것에 앞서, 한국 화장품의 가장 큰 단점은 인지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품력이 좋고 성분이 우수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한다면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채널 전략과 마케팅'입니다.
프랑스 뷰티 시장은 이미 많은 다양한 제품들로 인해 포화상태이기에,
마케팅과 인식 개선에 투자를 많이 해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브랜드가 프랑스 시장에서 많은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적은 채널이라도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유망한 한국 브랜드들이 시간과 돈을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 프랑스에서의 유통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 시장에도 기회는
있으나, 프랑스 브랜드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브랜드들에게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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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뷰티계의 새로운 물결 ‘블루 뷰티’
프랑스-유럽 내 ‘플라스틱 퇴출’ 열풍…화장품도 예외 없어
그린 뷰티에 이어, 해양 생태계를 위한 ‘블루 뷰티’ 트렌드 예상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레스 플라스틱, 워터리스 등 인기 끌 것
유럽연합(EU)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인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2021년 7월부터 면봉, 빨대, 접시 등 대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 및 생산 금지를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세웠으며, 프랑스 화장품협회(FEBEA)는 화장품 포장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사용을 2025년까지 15.0% 줄이겠다는 내용의 ‘플라스틱 법’
시행을 발표해 프랑스와 유럽 내에서 플라스틱 퇴출 열풍이 불고 있다.
친환경 가치를 담은 그린 뷰티에 이어 해양 생태계 보호에 주목한 블루 뷰티의
열풍이 예상되며 프랑스 소비자의 74.1%가 ‘2022년에는 블루 뷰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응답해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포장재와 제품의 폐기물 제로, 재활용,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뷰티 업계에서도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레스 플라스틱, 워터리스’ 등의 키워드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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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1
2
3
4
5
6
7
8
9
10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더 이상의 플라스틱은 금지…화장품도 예외 없어

⦁유럽연합,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사용 및 생산 금지
⦁화장품 등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되는 미세플라스틱 규제

10품목
순번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품목
면봉
(Cotton bud sticks)

식기류, 접시, 빨대, 교반기
(Cutlery, plates, straws, stirrers

풍선 및 풍선 막대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생산량은 2030년까지 41.0% 증가 예상되며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양은 2배 증가해 무려 3억 톤에 이를 것으로
세계동물복지협회(WWF)는 경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해양 생태계를

(Balloons and sticks for balloons)

파괴하는 주범인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2018년에 통과된 지침에

음식 용기

따라 2021년 7월부터 면봉, 빨대, 접시 등 대체 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Food containers)

음료용 컵

용품의 사용 및 생산 금지를 발표했다.

(Cups for beverages)

음료 용기
(Beverage containers)

담배 꽁초

또한, 화장품 등 생활용품 전반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Cigarette butts)

역시 확대될 예정으로, 유럽화학물질청(ECHA, the European Chemical

비닐 봉투

Agency)은 2019년에 화장품, 섬유유연제 등 생활 화학제품에 의도적으로

(Plastic bags)

포장용 통 및 포장지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Packets and wrappers)

물티슈 및 위생용품
(Wet wipes and sanitary items)

출처 :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EU) 019/904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폐기물 연구자료에 의하면
퍼스널 케어 제품의 비중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계 글로벌
퍼스널 케어 기업 헨켈(Henkel)은 2012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지하며 대체 솔루션을 연구해왔다. 2016년 초에 세안용 및
바디 제품에 첨가되던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사용을 일체 중단했으며
자연 유래 또는 생분해성 대체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 해양 미세플라스틱 폐기물 종류 및 유래

출처 : 헨켈(Henkel), ‘Why are microplastics a problem – and what’s the solu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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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방지법 시행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없애기 목표
2018년 1월 유럽연합(EU)이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이에 발맞춰 2018년 4월 23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는 ‘순환경제 로드맵’을 구축했다.
이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하여 2020년 2월 10일
공포된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방지법’의 기반이 된 것으로, [그림 2]와 같이
제품의 생산을 책임지는 경제 행위자, 소비자 행동, 폐기물 관리의 세 가지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7가지 순환경제의 핵심목표를 구체화했다.
낭비방지법은 마크롱 대통령이 순환경제와 재활용을 정부의 새로운
경제모델의 핵심으로 삼으며 추진해 온 친환경적 정책의 하나로, 주요
목표는 1) 일회용 플라스틱의 퇴출, 2)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의무 강화,
3) 낭비 방지 및 체계적인 재사용, 4) 전자제품의 수명 유지를 위한 기업
책임, 5)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 총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러한
낭비방지법 시행은 향후 프랑스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작용해 여러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림 2] 프랑스 환경부 ‘순환경제의 주요 활동영역(L’economie Circulaire)’

출처 :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 홈페이지(adem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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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화장품협회(FEBEA) ‘플라스틱법’ 시행 발표
프랑스 화장품협회(FEBEA)는 화장품 포장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사용을
2025년까지 15.0%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플라스틱 법(Plastic Act)’
시행을 2021년 6월 발표했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첫 번째 국가로, FEBEA의 총대표 에마누엘 귀차드(Emmanuel
Guichard)는 “프랑스에서 화장품은 플라스틱 포장의 5.0% 또는 약 5만
5,000톤을 차지한다”라고 명시하며 “우리의 목표는 4년 안에 8,500톤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법은 지속 가능한 화장품 포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공유된 실행
계획으로 4가지의 주요 원칙(4R) 즉, 포장 플라스틱의 감소(Reduction),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 of packaging plastics) 및 재활용
플라스틱의 재조합(Reincorporation of recycled plastic)을 담고 있다.
2025년까지 달성할 4가지 정량적 목표로 1) 플라스틱 사용량을 15.0%
또는 8,000톤 감소 2) 전체 플라스틱의 20.0% 재사용 3) 플라스틱 신규
포장 시 폐플라스틱 10-25.0% 포함 4) 플라스틱 포장재 100.0% 재활용을
제시했다.
[표 1] 프랑스 화장품협회(FEBEA) 플라스틱 법(Le Plastic Act) 내 ‘2025년까지 달성할 4가지 정량적 목표
순번

내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15.0% 또는 8,000톤 줄일 것

1

친환경 디자인을 널리 보급하고 농축된 포뮬라 또는 대형 포맷 팩을 선택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15.0%(8,500톤) 감소
전체 플라스틱의 20.0%를 재사용할 것

2

종이 리필을 포함하여 100.0% 재활용 가능한 리필을 개발해
전체 플라스틱의 20%를 재사용
플라스틱 신규 포장 시 폐플라스틱 10-25.0%를 포함할 것

3

화장품에 적합한 재활용 합성수지(Resins)의 공급을 확보하여
플라스틱의 10-25.0%를 새 포장으로 재편성
플라스틱 포장재 100.0% 재활용할 것

4

플라스틱 합성수지를 단순화 및 표준화하고 부품과 장식작업을 개선,
재활용성을 향상시켜 플라스틱 포장을 100.0% 재활용

출처 : 프랑스 화장품협회(FEBEA), ‘Le Plast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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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블루 뷰티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 프랑스 뷰티 데이터 21,76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

Big Data Analytics :

강신호

약신호

제로 웨이스트

레스 플라스틱

고체 샴푸

친환경 포장

친환경적인

노 워터

‘가르니에’, ‘재활용 가능한’이 확인되었으며, 약신호로는 ‘레스 플라스틱’,

리필

그린 뷰티

‘친환경 포장’, ‘노 워터’, ‘그린 뷰티’, ‘물 없이’가 감지되었다. 연관

러쉬

물 없이

Sustainability, Zero waste, Blue Beauty
빅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의 블루 뷰티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가르니에
재활용 가능한

강신호로 ‘제로 웨이스트’, ‘고체 샴푸’, ‘친환경적인’, ‘리필’, ‘러쉬’,

브랜드로는 ‘러쉬’와 ‘가르니에’가 두각을 나타냈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 ‘고체 샴푸’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불필요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의 확대로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 액상형 제품보다 친환경적이고
물 함량이 적은 고체형 퍼스널 케어 제품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빈도(점유율) 측면에서는 ‘플라스틱’이 높게 나타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의 위험성 및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삼은
프랑스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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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뷰티부터 블루 뷰티까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 소비자 중 84.4%, ‘친환경/제로웨이스트/지속가능성 영향력 커질 것
⦁ 소비자 중 34.8%, 2022년 뷰티 트렌드 1순위로 ‘친환경’ 선정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22년에 ‘친환경/제로 웨이스트/지속가능성’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84.4%의 압도적인 동의율을 보여 향후 프랑스
시장에서 이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2년 프랑스 화장품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가 더 인기를 끌 것으로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34.8%의 응답자가 친환경과 관련된 키워드를
1순위로 꼽았다. 세부적인 키워드로는 ‘친환경의’ 16.7%, ‘제로 웨이스트’
12.9%, ‘지속가능성’ 5.3% 순으로 응답해 프랑스 소비자들의 친환경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으며, 뷰티 트렌드에서 친환경과 관련한
요소가 중요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그래프 2] 소비자가 생각하는 2022년 프랑스 화장품 시장 트렌드 키워드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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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뷰티 목적,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재활용 및 물 절약
⦁소비자 중 74.1% ‘22년에는 블루 뷰티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
블루 뷰티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재활용 포장재 사용과 물 낭비를
막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포장재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화장품 산업 측면에서는 용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한하고
재활용을 늘리며 선크림 등과 같은 제품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로부터
바다를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블루 뷰티를 지향하는 브랜드들은 해양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싱, 탄소 배출 최소화 등을 포함해 자사
제품이 환경에 안전한지 확인하며 환경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블루 뷰티로 차별화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면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위안을 주는
제품으로 기대감을 부여한다고 언급하며, 아직 블루 뷰티 트렌드는 초기
단계이지만 미래에는 일반적인 트렌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74.1의 응답자가 2022년에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블루 뷰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응답해 앞으로 관련 시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Expert Interview ]

“블루 뷰티 포지셔닝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면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위안을 주는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블루 뷰티 트렌드는 초기
단계이며, 예외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인 소비 기준이 될 때까지 분명
확대될 것이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69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 리필, 재활용 등

친환경 제품 선호 여부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블루 뷰티와 그린 뷰티의 차이는 ‘해양 생태계 관점 여부’
⦁제로 웨이스트, 레스 플라스틱, 재활용, 지속가능성에 주목
프랑스 뷰티 전문가에 의하면 블루 뷰티와 그린 뷰티의 개념은 비슷하지만
해양 생태계 관점에서의 환경 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린 뷰티가 재료가 어디서 조달되고 어떻게 제조되는지
투명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블루 뷰티는 해양의 건강한 보존에 초점을 맞춰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포장재와 제품의 폐기물 제로, 플라스틱의 감소,
재활용, 지속가능성에 주목한다.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연 유래의 천연성분, 유기농 인증, 비건,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이 그린 뷰티의 핵심이며, 블루 뷰티는 환경, 특히
해양의 보존을 위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인다. 블루 뷰티 개념을 고수하는
브랜드는 유리, 바이오 소재 등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활용, 저탄소 등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 전반에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리필, 재활용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63.1%가 그렇다고 동의를 보여 앞으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소비는 확대될 전망이며,

화장품

산업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pert Interview ]

“그린 뷰티와 블루 뷰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매우
비슷하며 제품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 뷰티는 재료의 투명성, 어디서 재료를 조달하고, 어떻게 수
확하고, 제조하고, 어떤 자원을 사용하여 포뮬라를 생산하고, 포장하고,
어떻게 유통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블루 뷰티도 이에 해당되지만 해양의 웰빙과 보존에 더 신경을 씁니다.
또한, 폐기물 제로, 플라스틱 감소, 재활용, 지속가능성 등의 키워드를
포함합니다. 간단히 말해, 블루 뷰티는 그린 뷰티보다 유리 또는 더 많
은 바이오 자재와 같은 완전히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폐기물 제로’ 포장의 사용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Léna El Omari / MiiN Cosmetics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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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그린/블루뷰티 제품은 어떻게 판매될까?

⦁그린-블루 뷰티 전문 쇼핑몰 Green Beauty Corner
프랑스 내에서 그린, 클린 트렌드가 계속되면서 그린 뷰티, 클린 뷰티, 블루
뷰티의 컨셉과 이름을 내건 뷰티 전문 온라인 쇼핑몰들이 다수 생겨났다.
이는 친환경 포장의 제품과 워터리스(waterless)의 고형 제품 등 그린
뷰티에 대한 수요로 인해 등장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그린 뷰티
코너(Green Beauty Corner)와 오 마이 크림(Oh My Cream!)이 있다.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그린 뷰티
코너(Green Beauty Corner)’는 블루-그린 컨셉을 바탕으로 유해성분이
없는 클린 처방 및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패키지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25개 정도의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으며, 모든 제품의
성분 리스트를 분석해 화학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일체 배제한다.
클린 뷰티 컨셉을 기반으로 한 얼터너티브 프렌치 뷰티 컨셉 스토어 ‘오
마이 크림(Oh My Cream!)’은 스킨케어부터 헤어, 바디, 메이크업에
이르기까지 45개 이상의 클린 뷰티 브랜드와 자체 스킨케어 브랜드 ‘오
마이 크림 스킨케어(OH MY CREAM SKINCARE)’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블루 뷰티 전문 브랜드인 렌(REN) 클린 스킨케어는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며 화장품 폐기물이 하천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자각으로부터 출발해 바다에서 수거한 플라스틱을 이용해
재활용 펌핑 용기를 최초로 개발하였다.

[Expert Interview ]

“지구 온난화와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친환경 코너를 만드는 백화점이
늘어나면서 그린/클린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린 뷰티, 블루
뷰티, 클린 뷰티를 이름으로 내건 뷰티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 여러 개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내에는 Oh My Cream이나 세포라의 그린 코너,
그리고 Green Beauty Corner에서 그린 뷰티, 블루 뷰티 제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의 제품, 물이 없는 고형 샴푸 바,
유기농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Blossier Justine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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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포라, Good For 캠페인 진행
⦁렌뷰티, 재활용 강조 포장재와 제로 웨이스트 홍보 매대 구성
프랑스 세포라는 ‘Good For a Better Planet, Good for Recycling’
캠페인을 진행하며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포장재를 적용하거나 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소싱을 실천하는 브랜드와 제품들을 선별해 ‘Good For a better planet’
라벨을 부착해 온라인 쇼핑몰과 매장 매대를 통해 홍보한다.
또한, 각 매장에는 공병 수거함을 설치하여 유리병부터 튜브, 플라스틱
팔레트 등 다 사용한 제품의 용기를 수거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Good for Recycling’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공병을 가져오는 작은
행동 하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됨을 어필하며 소비자들의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유니레버의 프레스티지 브랜드 렌(REN)는 ‘Clean to Skin, Clean to
Planet’ 컨셉을 바탕으로 프랑스 세포라 매장 내에 재활용을 강조한
포장재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홍보 매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표 2] 프랑스 세포라 Good for you 매대 내 렌(REN)
구분

내용

매대 사진

렌(REN)

브랜드
영국

제품명

Overnight Glow / Ready Steady Glow Daily AHA Tonic

출처 :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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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 4개사와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 체결
⦁2021년 말까지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개발할 것
렌(REN)은 화장품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경쟁
브랜드인 바이오상스(Biossance), 꼬달리(Caudalie), 허비보어(Herbivore),
유스투더피플(YOUTH TO THE PEOPLE)

4개사와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WeAreAllies 캠페인을 진행했다.
20여 년 동안 클린 뷰티 철학을 지켜온 렌은 제로 웨이스트 서약의
일환으로 2021년 말까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개의 협업 브랜드들과 함께 현재의 환경
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2025년까지
환경과 지구에 친화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동맹을 맺었다.
또한, 렌은 세계 최초로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튜브 샘플도 선보였다.
알루미늄 튜브 전문업체 튜벡스(Tubex)가 생산하며 100%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플라스틱 튜브의 대안 소재로, 2021년에만
매립지에서 900kg의 플라스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렌의
CEO 아르노 메이셀(Arnaud Meysell)은 성명을 통해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 새로운 튜브를
사용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으며 다른 뷰티 브랜드들도 지구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포장재를 재고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림 3] 렌(REN) 개발 재사용 가능한 튜브 용기

출처 : 렌(REN) 홈페이지(fr.renskin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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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블루 뷰티 트렌드, 워터리스까지

⦁소비자 10명 중 6명 ‘고체 화장품 사용 경험 있음’
⦁선호 고체 화장품 종류는 1순위 샴푸(69.1%)…스킨케어 위주
프랑스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샴푸바 등 고체 화장품 사용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0명 중 6명은
고체 화장품을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을 희망하는 고체 화장품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1순위로 69.1%의
응답자가 샴푸를 선택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향후 트렌드가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지속가능성’이다 라고 답한 324명

데오드란트 56.2%, 치약 46.3 순으로 나타나 스킨케어 및 퍼스널 케어
제품을 위주로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응답 결과

환경 보존을 핵심 가치로 고려하는 그린 뷰티와 블루 뷰티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플라스틱 용기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 액상형 제품보다
친환경적이고 물이 첨가되지 않은 워터리스(waterless)의 고체형 화장품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 3] 사용 희망 고체 화장품 종류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고체 화장품 소비 유경험자 26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74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워터리스 화장품 시장 규모, 2021년 기준 89억 달러,
2021-2031년 연평균 13.3% 성장 전망
⦁포장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넘어 워터리스 트렌드 올 것
현지 뷰티 전문가는 클린, 그린 뷰티가 트렌드를 넘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으며 화장품 브랜드들 또한 환경, 특히 해양과 관련하여 친화적인 화장품
제조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례로, 물 사용을 줄여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제로 웨이스트 트렌드에도 부합되는 고체,
파우더 형태의 워터리스 포뮬라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포장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를 넘어 워터리스 트렌드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퓨처 마켓 인사이트(Future Market
Insights)에서 2021년 6월에 공개한 ‘워터리스 화장품 시장 2021년 분석
및 평가: 제품유형별 워터리스 화장품 2021-203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관련 시장이 89억 달러(약 10조 4천억 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이 없는(chemical-free) 화장품을 원하는
수요가 고조됨에 따라 인공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는 워터리스 화장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1년에서 2031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3%에 달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pert Interview ]

“클린, 그린 뷰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등장하여 현재는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점점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뷰티는
클린, 그린 뷰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장품 브랜드들 또한 환경, 특히 해양과 관련하여 친화적인 화장품
제조에 더 주목할 것입니다. 워터리스 뷰티란 물 사용을 줄여
범지구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고체, 파우더 형태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것의 다른 장점은 성분에서 물을 줄임으로써 운송비와 과정이 대폭
축소되어 탄소 배출 감량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포장이
적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에도 맞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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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보고서는 화장품 업계 내부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과 물 낭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고조되면서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워터리스
화장품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셜 미디어, 뷰티
블로거 및 인플루언서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워터리스 화장품 수요가
팽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품유형별로 볼 때는 스킨케어 카테고리가 52.9%의 가장 높은 매출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향후 예측 기간 동안 11.4%의 상당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퓨처 마켓 인사이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내포한
스킨케어 제품을 원하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워터리스 화장품 분야에
기회창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터리스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유니레버(Unilever Plc),
워터리스 뷰티 컴퍼니(The Waterless Beauty Company), 피앤지(P&G),
로레알(L’Oréal SA), 롤리 뷰티(LOLI Beauty) 등을 꼽으며, 선도기업들이
다양한 제품들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창출을 위해 뷰티 블로거 및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추세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림 4] P&G의 워터리스 헤어 케어 컬렉션

출처 : 뷰티 패키징 닷컴 웹사이트(beautypackag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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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니에, 인기 액상 샴푸를 샴푸바 형태로 출시
⦁러쉬, 고체 화장품 트렌드 선도…샴푸바부터 고체 치약까지
로레알 그룹의 가르니에(Garnier)는 자사의 인기 액상 샴푸를 고체형으로
변경한 ‘홀 블렌즈 샴푸바(Whole Blends Shampoo Bars)’를 출시했다.
제조과정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포장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방부제, 실리콘, 비누 성분 및 염료 등을 배제해 94% 천연원료로
제조되었으며 97%가 생분해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다. 가르니에의
애드리언 코스카스 글로벌 브랜드 담당대표는 “우리는 뷰티업계에 새로운
방법을 선보이고 우리 모두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홀
블렌즈’

제로-플라스틱

샴푸바가

가르니에

브랜드를

위한

커다란

성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출시 목적을 밝혔다.
영국 프레쉬 핸드메이드 화장품 러쉬(Lush) 역시 고체 화장품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다. 샴푸바부터 고체 거품 입욕제 버블바(Bubble
Bar), 고체 바디&핸드크림, 고체 데오드란트, 고체 치약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고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러쉬 측에 따르면 고체 샴푸바
한 개(55g)는 액체 샴푸(250g) 세 통의 양과 같다면서 2005년 7월부터
판매된 샴푸바는 2020년 7월 기준, 총 4,130만 개에 달하는데 이는 1억
2,400만여 개의 플라스틱병을 줄일 수 있는 양과 같다고 소개했다.

[그림 5] 가르니에 고체 샴푸

출처 : 가르니에(Garnier) 홈페이지(garnier.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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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뷰티 트렌드 지속될 것

⦁그린/블루 뷰티 트렌드는 포장 형태와 마케팅이 중요
⦁프랑스 내 지속가능한 포장재료 사용 중요성 커져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그린-블루 뷰티 트렌드는 포장 형태와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포장재의 컬러가 그린 또는 블루 색상이거나 해양
보호와 관련된 로고 또는 라벨을 표기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적용하면
더욱 쉽게 가시적으로 그린, 블루 뷰티 컨셉을 표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와 기업이 추구하는 그린, 블루 뷰티 철학을 잘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매출의 1%를 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하는 글로벌 환경보호단체 ‘1% For The
Planet(지구를 위한 1%)’에 가입해 활동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프랑스 내 지속 가능한 포장과 재료 사용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으로 재료 수급 및 포뮬라 개발부터 포장재 생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pert Interview ]

“포장재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특히 컬러가 그린 또는 블루 색상이거나
바다를 보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로고 또는 라벨이 있는 포장도
중요합니다. 마케팅 또한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가 더 깨끗한 제품을
만드는 데 전념하는지 여부를 말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브랜드들의 그린 철학을 전달하는 것은
관련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그린 뷰티, 블루 뷰티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재활용 생분해성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잉크가 적고 색상이
적으며 베이지, 화이트, 그린, 블루 등과 같은 부드러운 색상을
적용)은 에코 패키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적절한 마케팅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1% for the planet’과 같은 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발효, 워터리스 등의 제조기술 등을
도입한다면 그린/블루 뷰티 브랜드로 소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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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 42.0%, 지속 가능한 포장재 제품에 더 큰 비용 지불
⦁소비자 중 61.0%,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가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재활용이 불가한 제품이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프랑스 소비자 중 42.0%가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겠다고 응답했다.

출처 : TwoSides, 'Les préférences des
consommateurs européens en
matière d’emballage en 2020'

한편,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이 제품과 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인식 변화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61.0%가 인식이 더 좋게
변할 것이라고 답해, 지속 가능한 포장재가 제품과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어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프랑스인의 92.0%가 재활용 재료로 포장된
제품을 신뢰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른 포장과 비교하여 재활용 가능한
포장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0%가 외관으로, 28.0%는 질감이라고 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관과 촉감에서 연상되는 포장재 재질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 포장재의 외관과 질감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프 4]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에 따른 인식 변화 유무

출처 : 씨떼오(CITEO), ‘Étude De Perception De L’Emballage Et D’Image Du Recycl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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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L'ORÉAL), 화장품 용기 재활용 정보 소비자 제공
⦁프랑스 화장품협회, 화장품 용기 재활용 가이드 발행
로레알(L'ORÉAL)은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트리옹 엉 보떼(Trions en Beaute)’ 캠페인을 진행했다. 별도의 캠페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플라스틱 용기, 펌프, 알루미늄 에어로졸 등 다양한
타입의 화장품 용기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정보와 환경을 위한
재활용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모두 함께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프랑스
로레알의 CEO 에르베 나벨루(Hervé Navellou)는 “가장 도덕적인 포뮬라와
포장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뷰티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돕는 것”이라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 화장품협회(FEBEA)는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가능성’이라는
가이드를 발행해 7가지 대표적인 포장유형과 재활용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포장유형은 불투명 PET 샴푸 용기, PP 컨디셔너 용기,
슬리브(sleeve)가 있는 PP크림 용기, 비석회화(non-soda-lime) 향수병, ABS
메이크업 팔레트, 유연한 복합재료 포장, 플라스틱 알루미늄 크림 튜브 및
PP 뚜껑이 해당된다.

[그림 6] 로레알 Trions en Beaute 캠페인 내 용기 분류 방법 안내

출처 : 트리옹 엉 보떼(Trionsenbeaute) 캠페인 웹사이트(beaute.fr/trionsenbea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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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블루 마케팅, 주의할 점은?

⦁친환경 마케팅 시 ‘그린워싱(Greenwashing)’에 주의할 것
⦁보여주기식의 마케팅은 장기적 관점에서 좋지 않음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마케팅 문구 및 라벨 기재할 것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는 그린 뷰티, 블루 뷰티와 관련된 친환경 마케팅
전개 시, 단지 형식적인 마케팅 전략과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보여주기식의
마케팅과 ‘그린 워싱(Greenwashing)’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린 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예컨대 기업이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축소하고 재활용 등의 일부 과정만을
부각해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외부에 보여주기식의 마케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브랜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적절한 마케팅 라벨과 문구를 함께 표기해
진정성 있고 신뢰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Expert Interview ]

“블루 뷰티는 보통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를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모든 자외선 차단제는 그들이 해양보호를 존중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브랜드가 또한 ‘해변 청소 이벤트’를 진행하지만, 단지 마케팅
전략 때문에 ‘그린(Green)’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 워싱(Greenwashing)은 친환경적인 혜택을 허위로
제안하거나 환경보호에 대한 과장된 이미지를 조장하기 위해 기업이 만든
잘못된 마케팅 클레임을 의미합니다.”
Valentine Petry / Elle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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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사례는 자라(Zara), H&M과 같은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브랜드
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홍보하는 마케팅에서도 볼 수 있다. 예컨대 자라는
재활용이 가능한 원단을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H&M은 매장에 재활용 수거함
을 비치해 헌 옷을 가져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이 광고에서 말하지 않는 진실은 자라에서 실제로 옷에 사용되는
직물의 약 4%만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H&M에 헌 옷을 주면 할인을 받
을 수 있으므로 결국 더 많은 쇼핑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린 워싱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부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제품
에 대한 모든 환경적인 주장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통찰력을 기반
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클린 제로 웨이스트 스킨케어 브랜드 ‘롤리 뷰티(LOLI Beauty)’의 창업자이
자 CEO인 티나 헤지스(Tina Hedges)는 “블루 뷰티는 업계의 중요한 의식
적인 변화”라고 말하며,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해양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 단발적인 일회성 한 두가지 클레임
만으로 블루 뷰티라고 할 수 없다. 블루 뷰티는 생산과 공급 프로세스 전체
에 걸쳐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화장품 기업도 이제는 친환경 성분이나 친환경 캠페인만으로 블루 뷰
티를 표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패키징과 제품 제형부터
원료 수급과 소비자의 사용 경험까지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7] 그린 워싱의 의미

출처 : 온라인 패션 출판 플랫폼 The Manor 웹사이트(scadma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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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 창출 '유럽 화장품 규정의 변화'
까다롭고 빠르게 변화하는 유럽 화장품 규정
승인된 대마 성분 CBD 시장 호황, 향후 시장 잠재성 더 클 것
규제 성분 증가, 대체 성분의 시장 성장으로 이어져
유럽 화장품 규정은 까다롭고 매년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신규진입하는 기업들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으로 인
해 새로운 성분 허가와 기존 성분의 함량 증가 등은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기회 요인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유럽위원회에서 대마 성분 CBD를 화장품 성분으로 공식 승인하면서
프랑스 전역에 CBD 기반의 제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매장들이 생
겨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호황이 예상된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어
온 여드름 치료제,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에 잇따른 규제 움직임으로
인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분에 대한 수요도 기대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유럽 화장품 규제를 고려하여 개정 상황에 대한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사전 진출 준비 활동 및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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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 프랑스 화장품 시장의 가장 큰

까다롭고 어려운 유럽 화장품 규정

⦁프랑스 뷰티 전문가 10명 중 9명,
가장 큰 진입장벽은 엄격한 성분 규정과 CPNP 등록

진입장벽은?

⦁경제적/시간적 투자가 길고 절차가 복잡하여 진입장벽을 높임

항목

응답자 수

엄격한 성분 규제

9

프랑스 뷰티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프랑스 화장품

CPNP 등
등록 절차

8

시장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엄격한 성분 규제와 유럽 화장품 인증

브랜딩

7

비건, 유기농,
GMP 등 인증

6

관세

2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을 꼽았다.
CPNP는 유럽연합 규정에 맞는 화장품 안전성을 승인하는 시스템으로,
유럽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는 엄격한 심사기준이다. CPNP
등록을 위해서는 미생물 검사와 제형 및 전 성분 안전성 테스트 등을 통해

출처 : 프랑스 뷰티 전문가 10명 대상
설문조사 / 중복 응답

까다로운 품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의 화장품 규제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고
입을 모았다. 비 EU 브랜드가 CPNP를 등록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투자가 길고 절차가 복잡하며, 개정에 의해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이 변경되면
CPNP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점도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
다고 평가했다.

[Expert Interview ]

“유럽연합의 화장품 규정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CPNP는 유럽연합 내 화장품 시장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등록
절차이지만, 비 EU 브랜드가 등록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개정에 의해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이
변경되면 CPNP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큰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Léna El Omari / MiiN Cosmetics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

“유럽연합의 화장품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나라, 권역마다 제한되는 성분이 있겠지만, 유럽연합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웬만한 나라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FDA 규제보다도 EU 화장품 규제가 더욱
깐깐하게 규제합니다.”
Polina Zhigalkina /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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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한 유럽연합 화장품 제도
⦁1970년대 프랑스에서 발생한 영유아 사망사건 이후 지침 제정
유럽연합의 화장품 제도는 1976년 이후 약 4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
전해 왔다. 1970년대에 프랑스에서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한 36명의 영유아
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제조상의 오류로 인해 특정 원료(헥사클로
로펜)의 함량 배합이 초과하면서 영유아가 중독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76년에 유럽 화장품 지침(76/768/EC directive)이 제
정되며 안전성 관련 요구사항이 포함되었다.
1980-1990년대에는 SCCS(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의 과학적 견해를 바탕으로 화장품 회사들에게
배합금지 원료와 허용 원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5개 부속서3)
목록을 제정했다.
1993년에는 Cosmetic Directive 76/768/EEC의 6차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3년에는 동물실험 및 CMR(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
production : 발암, 돌연변이성, 생식독성)을 금지했다.
2009년에는 화장품 지침(Cosmetic Directive)이 개정되어 유럽 화장품 규
정(Cosmetic Regulation)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표 1] 유럽연합(EU) 화장품 제도 변화
연도

내용

1976년

유럽 화장품 지침 제정

1980-1990년대

SCCS, 화장품 회사들에 배합금지/허용 원료에 대한 정보 제공
5개 부속서 목록 제정

1993년

Cosmetic Directive 76/768/EEC의 6차 개정

2003년

동물실험 및 CMR 금지

2009년

유럽 화장품 규정 제정(EU Regulation 1223/2009/EC)

2013년

규정 시행

출처 :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 No. 1223/2009/EC(EU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23/2009)

3) 5개 부속서 목록: 배합금지 성분 / 배합한도 성분 / 허용 착색제 / 허용 보존제 / 허용 자외선 차단제

85

⦁2013년 시행된 1223/2009/EC, 현재 유럽연합(EU) 전체에 적용
기존의 유럽 화장품 지침(Cosmetic Directive)은 화장품에 대한 EU의
전체적인 법적 원칙과 조항을 통합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각 나라별로
현지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EU 각국별로 번역 및 수정되어 입법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국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슈가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개정되어 2013년에 시행된 유럽
화장품 규정(EU Regulation 1223/2009/EC)은 EU 회원국 전체에 별도의
개별 입법 없이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법률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통일된 하나의 규정을 따르게 되었다.
또한, 유럽 20여 개국에서 각각 따로 있던 제품 보고 시스템도 하나의
단일화된 전자 시스템(CPNP)으로 통일되었다.

[그림 1] 유럽연합(EU) No. 1223/2009/EC

출처 : 유럽연합(EU),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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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규제, 잘만 이용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까다롭게 규제되는 성분도 많지만,
새로운 성분 허가와 기존 성분 함량 증가는 신시장 생성하기도
유럽 화장품 규정은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품에 사용된 특정
성분이 규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CPNP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이슈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화장품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프랑스 뷰티 전문가는 개정을 통해 새로운 성분의 허가나 기존 성분의
허용 가능한 함량이 조정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주목했다.
또 다른 현지 전문가는 유럽연합의 화장품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유럽연합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한다면 유럽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까다롭게 규제되는 성분도 많지만 다양한 국가로 시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유럽 화장품 규정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성분 허가와 기존 성분의 함량 증가는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기회
요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Expert Interview ]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규제되는 것은 곤란하지만, 새로운 성분의 허가나
기존 성분의 허용 함량이 조정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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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규제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 프랑스 뷰티 데이터 21,76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강신호

▶

약신호
유럽 소비자

대마
(CBD)

Big Data Analytics : Regulation, Ingredient

안전과학위원회
(SCCS)

빅데이터를 통해 프랑스 규제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강신호로
‘대마(CBD)’, ‘프랑스식약처(ANSM)’, ‘프랑스 화장품협회(FEBEA)’, ‘규제’가
확인되었으며, 약신호로는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감지되었다.

프랑스 식약처
(ANSM)
프랑스
화장품협회
(FEBEA)

유럽위원회에서 대마 성분(CBD, Cannabidiol)을 화장품 성분으로 공식
승인하면서 ‘CBD’가 강신호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프랑스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

유럽 화장품 인증 CPNP를 비롯해 프랑스 식약처(ANSM), 프랑스
화장품협회(FEBEA),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등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관된 키워드가 확인되었으며, 빈도(점유율)에서는 ‘안전’ 키워드가
두각을 나타내어 규제 측면에서 안전 관련 이슈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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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현황

▶

신성분 승인으로 인한 신시장 창출

⦁유럽위원회, 대마 성분 CBD 화장품 성분으로 공식 승인 (2021. 02)
⦁피지, 항산화, 스킨컨디셔닝, 피부보호를 위한 기능성 성분으로 공식 명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특정 형태의 CBD(Cannabidiol,
칸나비디올)는 마약이 아니라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21년 2월
대마 성분 CBD를 화장품 성분으로 공식 승인했다.
합법적으로 승인되는 대마는 대마씨(Hemp seed)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THC를 제거하고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CBD만을 분리 추출하는데,
환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중독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미용 관련
주요 기능으로는 피지 방지, 항산화, 스킨 컨디셔닝 그리고 피부보호를
명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마 합법화 바람이 불며 유럽에서도 대마 재배를 지원하고
규제 문턱을 낮춰오고 있다. 대마 성분을 첨가한 화장품을 합법적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관련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유럽에서 허용된 CBD 성분 정보
구분

성분 ①

성분 ②

CANNABIDIOL - DERIVED FROM EXTRACT
OR TINCTURE OR RESIN OF CANNABIS

CANNABIS SATIVA LEAF EXTRACT

(*) 칸나비디올 - 카나비스 추출물(Extract),

(*) 카나비스 사티바 잎 추출물

INCI Name
카나비스 팅크제(Tincture), 카나비스 수지(Resin)

Description

(-)

CAS #

13956-29-1

(-)

• ANTI-SEBUM
Functions

• ANTIOXIDANT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SKIN CONDITIONING - EMOLLIENT

• SKIN PROTECTING
출처 :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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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주요 성분으로 자리잡은 'CBD(Cannabidiol)'

⦁CBD 공식 승인 이후, 프랑스 관련 시장 호황
대마 주요 생산국 프랑스, 관련 잠재 시장 약 10억 유로로 추산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새로운 성분의 화장품 사용 경험'을 선호
CBD 공식 승인 이후, 프랑스의 관련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는 CBD 기반의 제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상점들이 도심에
생겨나고 있으며 식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 관련 제품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는 2021년에 2만 헥타르가 재배되는 유럽 최고의
대마 생산국으로, 관련 잠재시장 규모는 약 10억 유로(약 1조 3,82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편,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스킨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성분을
사용하거나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8%가 동의를 표해 10명 중 7명은 새로운 성분의 화장품 사용
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30대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30대 80.3%, 20대 80.0%, 10대 75.9%, 40대 52.9% 순으로
기록했다.
[그래프 2] 프랑스 소비자의 신 성분 화장품 선호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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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잠재력 무궁무진한 CBD 화장품 시장
⦁소비자 중 80% 이상,
아직 CBD 성분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향후 사용 의향은 75%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5%는 CBD 성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관련 제품을 사용해보지는
않았다고 답했으며, 35.5%는 CBD 성분을 들어본 적 없고 사용도 해보지
않았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 중 82%는 아직 CBD 성분 제품의 사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에서는 20대의 23.1%는 CBD 성분을 들어보았고
관련 제품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0대의 22.2%, 10대의
14.7%, 40대의 4.2% 순으로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해 20-30대의 사용
경험이 좀 더 높음을 볼 수 있다.
CBD 성분을 들어봤지만 사용 경험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CBD
성분 화장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75%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사용 의향을 보여 관련 시장의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40대의 사용 의향률이 높았으며
특히 40대의 응답률이 92.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20대 80%, 30대 77.8%, 10대 50% 순으로 긍정적인 사용 의향을 보였다.

[그래프 3] CBD 성분 인지도 및 관련 제품 사용 경험 여부

[그래프 4] CBD 성분 화장품 사용 의향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새로운 성분에 대한 관심 보유 155명 & CBD 성분 인지 보유 72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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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희망하는 CBD 화장품,
항스트레스 및 디톡스를 위한 크림 제형의 제품
⦁현지 전문매체가 홍보하는 CBD 효능은
피부재생, 피부장벽 강화, 가려움 해소, 피부 이완 등으로 분류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CBD 성분에 기대하는 효능을 조사한
결과 1위는 항스트레스(4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톡스(39.7%)가
2위를 기록했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항스트레스 효능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10대가 58.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43.5%, 20대 36.7%, 40대 30.8%
순으로 나타났다. 디톡스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30-40대가 높았으며 40대
46.2%, 30대 43.5%, 20대 36.7%, 10대 33.3% 순을 기록했다.
CBD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중 어떤 카테고리 유형을 사용해보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데이크림이 45.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나이트

크림(37.3%),

세럼/에센스(37.3%),

슬리핑

팩(36.0%)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CBD 화장품은 항스트레스 및 디톡스를 위한
크림 제형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현지 전문매체에서
홍보하는 CBD의 효능은 피부재생, 피부장벽 강화, 가려움 해소, 피부 이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효능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그래프 5] CBD에 기대하는 효능

[그래프 6] 사용 희망하는 CBD 화장품 유형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CBD 성분을 사용해봤거나 사용 의향 보유 78명/75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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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내 CBD 화장품 전문매장

로고

매장명

던디즈
(Dundees)

⦁CBD를 컨셉화한 프랑스 화장품 판매매장 오픈
⦁프랑스 세포라, CBD성분 함유된 '크림, 립스크럽, 세럼' 선보여
프랑스 현지에는 CBD성분을 컨셉화한 화장품 전문매장이 오픈했다. 대표
적으로는 던디즈(Dundees), CBD 하우스(The CBD House) 등이 있으며,
CBD 성분 기반의 다양한 화장품, 아로마 오일, 차(Tea) 등을 판매하고 있다.

CBD 하우스
(The CBD
House)

한편, 프랑스 세포라에도 CBD성분이 함유된 크림, 립 스크럽, 세럼, 오일
등 다양한 제품이 입점되어 판매 중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프렌치 대마
전문가(French Cannabis Expert)를 컨셉으로 내세운 ‘호 카란(HO
KARAN)’의 어메이징 크림(The Amazing Cream)과 피부에 바르거나
섭취도 가능한 미용 오일 안티도트 5%(Antidote 5%)가 있다.
비건 클린 뷰티 브랜드 ‘트룰리(TRULY)’도 CBD성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헤이즈 CBD 립 폴리쉬(Pineapple Haze CBD Lip Polish), 메리 제인
CBD 글로우 세럼(Mary Jane CBD Glow Serum)을 판매 중이다.

[표 3] 프랑스 세포라 입점 CBD 성분이 함유된 제품
구분

내용

제품
이미지

브랜드

제품명

호 카란

트룰리

트룰리

호 카란

(HO KARAN)

(TRULY)

(TRULY)

(HO KARAN)

파인애플 헤이즈

메리 제인

어메이징 크림

CBD 립 폴리쉬

CBD 글로우 세럼

안티도트 5%

(The Amazing Cream)

(Pineapple Haze

(Mary Jane

(Antidote 5%)

CBD Lip Polish)

CBD Glow Serum)

가격/용량

39유로/50ml

17유로/50g

32유로/50ml

46유로/10ml

제형

크림

스크럽

세럼

오일

출처 : 프랑스 세포라 온라인 쇼핑몰 (sephor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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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성분 사용 금지로 인한 '대체시장 형성'

⦁여드름 기능성 성분,
‘레조르시놀, 수산화인회석'에 대한 규제 움직임
⦁관련 대체성분 등장에 대한 기대도 동시에 발생
2021년 6월 유럽연합은 기존에 여드름 치료 시 사용되어 온 성분인
‘레조르시놀(Resorcinol)’을 내분비 교란 특성으로 인해 매우 우려되는
물질, 즉 고위험성우려물질(SVHC)로 분류하기 위한 이행 결정 초안을
WTO에 제출했다. 한편,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은 나노 입자가
피부나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세포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마스크(Mask)로 인해 생긴
여드름(Acne)을 일컫는 ‘마스크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고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사용되어 온 여드름
기능성 성분들의 잇따른 규제 움직임으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분의
등장에 대한 수요가 기대되고 있다.

[그림 2] 레조르시놀 및 수산화인회석 규제 관련 이미지

출처 : CosmeticOBS 웹사이트(cosmeticobs.com/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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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 대체 성분 '석신산(Acide succinique)'

⦁화장품 대표 뷰티매체, 2021년 인기성분으로 '석신산' 주목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의 대표 성분인 ‘아하/레티노이드’의
대체 성분으로 수요 성장 기대
화장품 대표 뷰티매체 베르시옹 페미나(Version Femina)는 2021년 인기
성분으로 여드름 제거 효과가 있는 ‘석신산(Acide succinique)’을 주목했다.
대황(Rhubarb), 비트(Beet), 사탕수수(Sugar cane) 등에 존재하는 천연
성분인 석신산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조절해 항균 효과를
발휘하며 여드름을 건조시키고 새로운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하(AHA), 레티노이드(Retinoid) 등 화학성분으로 대표되는 기존 여드름
화장품의 대체성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포라에는 석신산 성분이 함유된 여드름 화장품이 입점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을 사용한 후에 여드름 흔적이 개선된 모습을 부각시키며
효능을 홍보하고 있다.

[그림 3] 석신산 함유 여드름 화장품 사용 전후 비교 이미지

출처 : 세포라 온라인 쇼핑몰 (sephora.com/c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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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라에 입점된 더인키리스트(The INKEY List)의 석신산 크림
⦁새로운 성분에 대한 과학적 입증 및 테스트 자료를 통해 홍보
세포라에 입점된 스킨케어 브랜드 ‘더인키리스트(The INKEY List)’는
석신산 크림(Succinic acid treatment)을 판매 중으로, 새로운 성분에 대한
과학적 입증 및 테스트 자료를 활용하여 효능을 홍보하고 있다.
여드름을 빠르게 제거하면서 피부에 순하고 건조하지 않은 여드름 관리
제품으로 소구하고 있으며, 석신산 성분이 잡티를 공략하는 동시에 각질
제거 효과가 있어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고 모공을 깨끗하게
관리해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린 색상의 크림 제형이 특징으로, 여드름
고민 부위에 발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제품이다.
2%의 석신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1%의 살리신산(Salicylic Acid)과 2%의
유황 파우더(Sulfur Powder)가 함께 함유되어 과도한 피지를 흡수하고
각질이 쌓이는 것을 줄여준다.

[그림 4] 더인키리스트 석신산 크림 제품 이미지

출처 : 세포라 온라인 쇼핑몰 (sephora.com/c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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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전망

▶

향후 주의가 필요한 유럽 화장품 규정은?

⦁매년 3-4회 이상 개정되는 유럽 화장품 규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사전 규제 대응 준비 필요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는 유럽의 화장품 규정은 매년 3-4회 이상 개정이
된다고 언급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변화 속도가 빨라 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럽 시장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시장에는 제제(Formulations)나
성분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많아 신규 진입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럽 화장품
규제를 고려하여 개정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진출
준비 활동 및 대응이 필요하다.

[Expert Interview ]

“유럽 화장품 규정은 매년 약 3-4회씩 개정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속도가 빨라 기업들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유럽 시장, 특히 프랑스 시장에는 제제, 성분 등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기업들이 모든 법적 규제에 의해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Polina Zhigalkina /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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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화될 수도 있는 '유럽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규정'
⦁자외선차단제 및 향수 등 일부 제품에 한해서는 허용되던
동물실험금지 규정 폐지될 수도
2021년 9월 15일, 유럽 의회는 동물실험 금지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결의안에 찬성해 향후 유럽의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규정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동물실험금지 규제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어왔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물실험을 거친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유럽 화학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물시험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여기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향수 등에 사용되는 호모살레이트(Homosalate)와 2-에칠헥실
살리실레이트(2-Ethylhexyl Salicylate)가 포함된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수백
가지의 다른 성분들에 대해 동물실험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WWD
매체는 보도했다.
유럽 동물보호단체 및 국제동물보호단체(PETA) 등은 동물실험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도브(Dove)와 바디샵(The Body Shop)
브랜드 연합에 의해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동물실험 반대를 위한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European Citizens' Initiative) 서명을 촉구하고자 올해 8월 말
유럽 주요 도시에 벽화를 그려 12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그림 5] 동물실험 반대를 위한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 이미지

출처 : 마드모아젤(Madmoizelle) 매거진 웹사이트 (madmoizel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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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 오일' 독성으로 인한 화장품 성분 활용 금지 우려
⦁금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알레르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향수나 화장품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라벤더 오일’은 독성으로
인해 유럽위원회에서 화장품 성분으로의 활용을 금지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라벤더 생산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입법안인 그린 딜(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없는 환경을 향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말까지 유럽 행정부는 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 포장에 관한 규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에센셜 오일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구성 성분으로 포함될 때도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은 화학물질과 같이 알레르기, 발암물질, 또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분류가 필요하다.
라벤더 생산자들은 라벤더 오일이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무적인 경고문구 표기는 화장품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원료 사용을 제한하고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알레르기에 대한
우려는 관련 시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라벤더 오일 제품 이미지

출처 : 에르길리아(Ergilia) 홈페이지(ergil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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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등에 활용되는 옥토크릴렌 성분, 사용 금지될까?
⦁서양 학회 '옥토크릴렌 성분이 벤조페논 성분 생성에
영향을 준다' 공식 발표
2021년 3월 “독성학의 화학적 연구(Chemical Research in Toxicology)”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인
‘옥토크릴렌(Octocrylene)’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암물질인 ‘벤조페논(B
enzophenone)’을 생성하는데, 그 독성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옥토크릴렌은 현재 유럽과 대서양 전역에서 화장품에 최대 10%까지
사용이 허용된 자외선(UV) 필터 및 흡수제로, 연구의 저자들은 규제
당국에 옥토크릴렌과 벤조페논 자외선 필터로 제조된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옥토크릴렌은 자외선을 흡수하고, 다른 화학
자외선 차단제 성분, 특히 아보벤존(Avobenzone)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이
있으나 이 같은 장점보다는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벤조페논으로 분해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표 4] 옥토크릴렌(Octocrylene) 성분 관련 Fast Facts
구분

내용

성분 종류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

(TYPE OF INGREDIENT)

(Chemical sunscreen)

주요 효능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MAIN BENEFITS)

다른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안정화

사용해야 하는 사람
(WHO SHOULD USE IT)

효과적인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 사람

출처 : 바이알디(Byrdie) 웹사이트 (byrdie.com)

100

▶

유럽 화장품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현지 전문가 유럽 화장품 규제는
'CPNP 이외에 오히려 신경 쓸 것이 없다'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는 유럽 화장품 규정은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만 승인받는다면 오히려 신경 쓸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유럽의 규제가 까다롭고 엄격한 건 사실이지만 몇몇 EU 연구소가 한국
브랜드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성 테스트와 대체 성분
등을 찾는 컨설팅도 잘 수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증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도 많이 저렴해졌다고 덧붙였다.
CPNP 인증을 취득하면 유럽 화장품 시장에 적합한 성분 및 라벨, 클레임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CPNP 취득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Expert Interview ]

“유럽의 규제는 엄격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몇 EU 연구소가 한국 브랜드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필요한 경우 동등성 테스트, 대체 성분 등을 찾는
컨설팅도

잘

저렴해졌습니다.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적인

면에서도

정말

시장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일치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규제는 CPNP를 통과한 것 이상으로 시장에 적합한 라벨 및
클레임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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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PNP 인증 취득한 한국 기업 사례 증가 중
⦁유럽 CPNP 인허가 대행 연구소,
'유럽 규정 극복을 위한 동등성 테스트/대체 성분 컨설팅' 등을 지원
유럽 시장으로 화장품 수출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CPNP 인증을 취득한
국내기업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CPNP 자료 취합부터 등록까지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 화장품 인허가 대행기관들이 있으며, 다년간의 CPNP 등록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제품의 성분표(Formula) 및 라벨 검토부터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정보파일) 작성, 안전성 보고서 작성
등 CPNP 등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까다로운 유럽 규정의 극복을 위한 동등성 테스트 및 대체 성분 컨설팅
등도 지원하며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아세안 등 세계 각
지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가능하다.

[표 5] 유럽 화장품 인허가 대행기관
구분

홈페이지

Ÿ

바이오리우스

에코문도

오벨리스

(Biorius)

(EcoMundo)

(Obelis)

www.biorius.com

www.ecomundo.eu

obeliscosmetics.net

2008년 벨기에에서 설립된

Ÿ

화장품 안정성 평가 전문회사
회사소개

40여 명이 넘는 인하우스
전문가 보유

Ÿ

20명 이상의 전문가 보유

Ÿ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캐나다 CNF, 화학물질의

아세안 지역의 규정을 준수할

REACH 등록, 위험물질 관리

수 있도록 지원

및 등록 서비스 제공

및 특징
Ÿ

중소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
이르는 700여 고객사 보유

Ÿ

Ÿ

Ÿ

30여 년의 규제 업무 경험을

유럽 CPNP, 미국OTC/VCRP,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에
RP 주소 보유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가진 기업

Ÿ

유럽 최대 규제 센터 중 하나

Ÿ

EU Responsible Person,
PIF 검증, CPNP 등 EC
1223/2009에 따라 제공

출처 : 각 기관별 홈페이지 내용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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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5

MZ 공략 신마케팅 ‘틱톡, AR, VR’
SNS 사용자 증가와 AR, VR 기술의 상용화…뷰티 마케팅 변화
MZ세대 사로잡은 틱톡과
비대면 시대에 각광받기 시작한 'AR/VR 뷰티 체험'
프랑스 내 SNS 사용자가 증가하고 AR, VR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뷰티
마케팅도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틱톡은 MZ세대를 사로잡으며 사
용자 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짧고 재미있는 동영상 포
맷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화장품의 사용법이나 제
형을 잘 보여줄 수 있어 뷰티 분야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메이크업 시연 및 피부진단 등을 해
볼 수 있는 AR 뷰티 체험 서비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MZ세대의 선호
도가 높은 틱톡을 활용한 해시태그 챌린지 등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과
AR, 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뷰티 콘텐츠를 잘 활용한다면 프랑스 내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 및 혁신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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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자 증가, AR/VR 기술 상용화..뷰티 마케팅 변화

⦁2020년 프랑스 SNS 광고 지출액
'2018년 대비 28.9% 증가, 모바일 광고는 34.4% 증가'
프랑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프랑스의 SNS 사용자 수 변화를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은 3,728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사용자 수는 3,85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6년의 3,462만 명에 비해 약 11.1%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PC 광고(Classic desktop advertising)와
모바일 광고(Classic mobile advertising)를 통해 집행한 SNS 광고 지출액
추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SNS 광고 지출액은 11억 3,930만 유로(약
1조 5,745억 원) 규모로 2018년 대비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C 광고 대비 모바일 광고 지출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모바일 광고 지출액은 10억 6,340만 유로(약 1조 4,695억
원) 규모로 2018년 대비 34.4% 증가했다. 반면, PC 광고는 2018년 대비
2020년 광고 지출액이 18%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그래프 1] 2017-2025년 프랑스 SNS 사용자 수

[그래프 2] 2018-2020년 SNS 광고 지출액 추이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2017-2025년 프랑스 SNS 사용자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2018-2020년 SNS 광고 지출액

수(Forecast of social network user numbers in France

추이(Social media advertising investment distribution in

2017-2025)', 2020

France 2018-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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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 중 34%, 주 평균 1-5시간 SNS 사용
⦁화장품 마케팅시 중요 요소는
신선함(56.0%), 마케팅 채널(35.2%), 시각적 자료(24.0%) 순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프랑스 소비자들의 연령별 일주일 간 SNS
사용 시간 조사 자료에 따르면 34.0%가 주 평균 1-5시간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SNS 사용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의 30.0%는 주 평균 1-5시간, 26.0%는 6-10시간, 14.0%는
11-15시간 SNS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밀레니얼 세대는 35.0%가

출처 : 프랑스 소비자 설문조사 420명

1-5시간, 21.0%는 6-10시간, 8.0%는 11-15시간이라고 답했다.
한편,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내 화장품 마케팅 진행 시 중요
요소를 조사한 결과, 56.0%가 독특함/신선함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그다음으로 마케팅 채널(ex. SNS, TV 등)이 35.2%, 시각적 자료(ex.
포스터, 동영상 등)가 24.0%를 차지했다.
프랑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마케팅 전개 시에는 신선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새롭게 떠오르는 SNS 플랫폼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3] 프랑스 소비자 연령별 일주일 간 SNS 사용 시간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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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험에 중점을 둔 AI/AR 등 신기술 접목한 마케팅 등장
⦁시각적 요소 중요한 '뷰티 마케팅'에 큰 영향력 미칠 것
다양한 하이테크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산업에도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해 AI(인공 지능), AR(증강 현실) 등
신기술을 접목한 마케팅이 등장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테스트가 어려워졌지만 안면 인식,
증강 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메이크업 제품을 직접 얼굴에
발라보지 않아도 어떤 모습일지 소비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뷰티 전문가들은 시각적 요소가 특히 중요한 뷰티 마케팅에 이러한
신기술이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 체험을 위해 VR(가상 현실), AR(증강 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 경험에 특별한 가치를 더하고, 틱톡과 같은 비주얼 영상
중심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트렌드를 리드하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뷰티 마케팅에서 젊은층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pert Interview ]

“2020년 이후 인공 지능(AI)과 증강 현실(AR)은 모든 산업군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화장품 산업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제품 테스트가 어려워졌지만,
안면 인식, 증강 현실 기술 도입은 직접 제품을 써보지 않아도 어떤
모습일지를 알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Polina Zhigalkina /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브랜드가 되는 것,
그리고 가상 체험을 위해 VR(가상 현실), AR(증강 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경험에

가치를

더하는

것은

뷰티

마케팅에서 젊은 층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diti Parashar / L'Oréal Luxe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106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그래프 4] 신기술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 프랑스 뷰티 데이터 21,76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강신호
틱톡
Z세대

▶

Big Data Analytics : TikTok & AI/AR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의 틱톡(TikTok) 및 AI(인공 지능), AR(증강 현실)
등 신기술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강신호로 ‘틱톡’, ‘Z세대’,
‘밀레니얼’, ‘Y세대’, ‘인공 지능’, ‘증강 현실’이 확인되었다.

밀레니얼
Y세대
인공 지능

Z세대, 밀레니얼, Y세대4)와 같은 10-20대 연관 키워드가 다양하게
감지되면서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소비층이 새로운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AI, AR 등 신기술에 좀 더 관심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증강 현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는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이 가장 두각을
나타냈으며 짧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로 MZ세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4)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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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위해 필수적인 틱톡 뷰티 마케팅

⦁연령별 선호 홍보채널 '10-20대는 SNS, 30-40대는 TV와 잡지'
⦁프랑스 뷰티 전문가 '뷰티 마케팅 시 SNS 활용은 필수불가결'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을 조사한
결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가 5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TV광고 28.6%, 잡지/신문광고 21.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선호하는 홍보채널은 10-20대는 SNS, 30-40대는 TV와
잡지의 비중이 높았다.
프랑스 뷰티 전문가는 뷰티 마케팅 시 SNS 활용은 모든 브랜드에게
필수라고 말하며 특히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의
인기를 주목했다. 소비자들은 SNS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고, 브랜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브랜드의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Expert Interview ]

“SNS 마케팅은 지금으로서는 어느 브랜드에서나 '필수'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장품 측면에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꾸준히
유인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브랜드는 소비자 의견을
수취할 수 있어 브랜드 방향성을 정하기 쉽습니다.”
Aditi Parashar / L'ORÉAL Luxe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그래프 5] 화장품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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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정보를 얻는 SNS 채널, 소비자 연령별로도 상이
⦁10대 위주, 틱톡에 대한 선호도 급증
화장품 정보를 SNS에서 확인하는 프랑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뷰티 정보를
얻는 SNS 채널을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이 8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유튜브 57.3%, 틱톡 45.2%, 페이스북 33.9%
순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모두 동일하게 인스타그램이 뷰티 정보 수집 SNS 채널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화장품 정보를 SNS에서 확인한다고
응답한 2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프랑스 소비자 연령별

뷰티 정보 수집 SNS 채널

선호도 1순위를 차지했으며, 유튜브는 인스타그램과 근소한 차이로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선호되는 채널로 꼽혔다. 한편 틱톡과 페이스북은
연령별로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틱톡’은 10-20대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기준 선호도는
74.2%로 2순위, 20대는 46.8%로 유튜브 다음으로 3순위를 차지했다.
페이스북은 10-20대에서 모두 가장 낮은 4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30-40대는 페이스북이 각각 59.7%, 62.5%로 선호도 2순위를 기록해
10-20대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래프 6] 프랑스 소비자 연령별 뷰티 정보 수집 SNS 채널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화장품 정보를 SNS에서 확인하다고 응답한 소비자 2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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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세 선호 SNS, 페이스북에서 인스타와 틱톡으로
⦁틱톡의 짧고 재미있는 동영상, 소비자 눈길 끌기에 최적화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2017년에서 2020년 프랑스의 16-25세
소비자의 SNS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틱톡으로
변화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특히 2018년에 등장한 틱톡은 보급률이 2018년 4%에서 2020년에 38%로
성장하며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2017년 64%에서 2020년
82%로 성장한 반면, 페이스북은 2017년 93%에서 2020년 54%로 하락했다.
프랑스 뷰티 전문가는 틱톡의 짧고 재미있는 동영상이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심미적인 비디오 포맷이 화장품의 사용법이나
텍스처를 잘 보여줄 수 있어 뷰티 분야에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Expert Interview ]

“틱톡은 인플루언스 마케팅의 모든 분야에서 성장해 왔으며, 뷰티 분야는
특히 이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매우 심미적인 비디오 포맷은
제품의 사용과 텍스처를 잘 보여줄 수 있고, 포맷이 재미있어서
사용자가 스크롤할 때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그래프 7] 2017-2020년 16-25세 선호 SNS 채널 변화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2017-2020년 16-25세 선호 SNS 채널 변화(Penetration rate of social network among persons
aged 16-25 years France)', 2021

110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MZ세대 소비층 확보 위해서는 틱톡 홍보 필수
⦁틱톡의 채널 점유율은 아직 낮지만 전 연령대 선호도 증가세
프랑스 뷰티 전문가들은 MZ세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틱톡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TV보다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요즘 MZ세대
소비자들은 짧고 쉽고 재미있는 1~10분 이내의 영상을 말하는 일명 ‘숏폼
콘텐츠(Short-form contents)’를 선호한다.
틱톡은 이러한 MZ세대들의 취향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 쉽게
인기를 얻을 수 있어 기회의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틱톡의 유저들은
브랜드 입장에서도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각 브랜드들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며 틱톡을 마케팅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MZ세대 위주로 이용률이 높지만 전 연령대에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틱톡은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플랫폼으로 새로운 브랜드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틱톡에
30대 유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pert Interview ]

“요즘 사람들은 짧고 쉽고 재미있는 형식의 콘텐츠를 수신하기를
좋아하고, 영상이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틱톡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각자 그곳에서 쉽게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자신의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틱톡의 유저는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에 브랜드들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Polina Zhigalkina /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틱톡은 프랑스 뷰티 브랜드들에게는 매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지만 소셜 네트워크에는 상당히 쉽게 브랜드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새로운 브랜드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요즘 틱톡은 20세 미만의 젊은 소비자들이 모이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 사례들은 틱톡 플랫폼에 30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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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틱톡 광고 효과...광고 시청부터 구매까지

⦁틱톡 사용자 중 27% '틱톡 인플루언서 광고 제품 구매 경험 있다'
⦁틱톡 사용자 중 49% '항상 새로운 기술과 제품 탐색을 즐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프랑스 내 틱톡 사용자들의
사용현황 및 태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 중 27.0%는 틱톡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의 영상을 시청한 후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틱톡 사용자의 48.0%는 신제품 출시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9.0%는 항상 새로운 기술과 제품 탐색을 즐긴다고 답해 틱톡
사용자들이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 기술에 대한 노출과 관심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새로운 제품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접하고 빠르게 구매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성향이 강한 틱톡 사용자들을 잘
공략한다면 새로운 브랜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시에는 신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해 흥미를 유발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그래프 8] 틱톡 인플루언서 영상 시청 후 행동 및 신기술 관심도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혁신에 대한 틱톡 사용자 태도(Agreement with statements on innovation by consumers in Fran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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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디너리, 틱톡 팔로워 수 가장 많은 뷰티 브랜드
직원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신제품 홍보 및 제품 사용법 게재
캐나다 스킨케어 브랜드 ‘디오디너리(The Ordinary)’는 틱톡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뷰티 브랜드로 꼽히고 있다. 스킨케어 비교 사이트 ‘스킨케어
히어로(Skincare Hero)’는 2021년 7월에 해시태그, 팔로워 수, 동영상 수를
분석해 틱톡에서 인기 있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오디너리가 해시태그와 팔로워 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뷰티 브랜드로 나타났으며, 로레알의 더마 브랜드 ‘세라비(CeraVe)’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디오디너리의 틱톡 영상 콘텐츠는 자사 직원과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
신제품 정보 및 제품 사용법 등을 업로드함으로써 ‘광고 느낌’이 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짧은 영상을 활용하여 빠르게 아이캐칭(Eye-catching)이
가능해 틱톡 유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디오디너리
틱톡 계정의 팔로워 수는 29만 2,8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스킨케어 히어로 창립자 제이크 애그뉴(Jake Agnew)는 “틱톡은 스킨케어에
열광적인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가장
새로운 공간이다.”고 언급하며, “틱톡은 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를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다.”고 덧붙였다.

[그림 1] 디오디너리(The Ordinary) 틱톡 영상 목록

출처 : 디오디너리(The Ordinary) 틱톡 페이지(www.tiktok.com/@theord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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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대면 시대 각광받는 가상 뷰티 체험

⦁AR, VR 등 신기술 활용한 뷰티 마케팅, 코로나19 이후 각광
⦁신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

활용한 마케팅은 제품의 직접
경험이 어려워진 코로나19 확산

프랑스 뷰티 전문가는 증강 현실(AR), 가상 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뷰티 마케팅은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발라보고 체험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전략은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매장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략은 팬데믹 이후에 오프라인 매장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Valentine Petry

뷰티 산업, 특히 메이크업 부문에서는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을 활용하는

Elle 에디터

마케팅이 고객 경험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반드시
활용해야 할 기술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마케팅은
전문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브랜드가 고객 관리와 경험에 투자하고 있음을
어필할 수 있어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준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들의 눈길을 끌 수 있어 제품과
브랜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pert Interview ]

“증강 현실(AR)과 가상 현실(VR)은 향후 반드시 활용해야 할 기술로,
뷰티, 특히 메이크업 측면에서 고객 경험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AR/VR을 활용한 마케팅은 매우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며 브랜드가
고객 관리 및 경험에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제품/브랜드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Polina Zhigalkina /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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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 중 56.0% 'AR, VR 뷰티 체험 희망'
⦁대표 AR, VR 뷰티 서비스는 가상 메이크업 체험
프랑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AR, 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뷰티 체험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56%가 체험을 희망한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AR, VR 뷰티 서비스로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가상으로

출처 : 프랑스 소비자 설문조사 420명

메이크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능을 들 수 있다. 동영상 기반의 메신저 겸
소셜 미디어 스냅챗(Snapchat)이나 인스타그램 필터(Instagram filter)에서는
가상 메이크업 기능을 통해 본인의 얼굴에 다양한 색상의 립스틱이나
아이섀도를 적용함으로써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다.
구글은 로레알, 에스티 로더, 맥 등 유명 뷰티 브랜드들과 제휴를 맺고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피부톤과 메이크업
컬러를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R 기술을 제공하는
IT업체 모디 페이스(ModiFace) 및 인기 있는 유캠 메이크업(YouCam
Makeup) 앱을 만든 퍼펙트(Perfect Corp) 등과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다.
소비자들은 구글에서 특정 립스틱이나 아이섀도 제품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서 가상 쇼핑 체험 메뉴를 접할 수 있다. 다양한 피부톤을
나타내는 모델들의 사진을 클릭하면 색상을 비교해서 본인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며, 제품을 직접 보기 위해 다른 새로운 옵션을
사용하면 휴대폰 카메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화장품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비대면 체험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25개 이상의 뷰티 브랜드를 보유한 에스티 로더 그룹(Estée Lauder
Companies)은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메이크업을
체험할 수 있는 AR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VTO(Virtual Try On)’ AR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립스틱,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아이섀도 등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모습일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 메이크업 결과를
스냅챗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공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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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VR 체험 서비스 도입한 뷰티 브랜드

⦁크리니크, 신상 파운데이션 출시와 함께 가상 체험 서비스 공개
⦁안면인식 데이터 기반, 스킨케어 사용 후 가상 이미지 제공

“새로운 Even Better Clinical
Foundation의 론칭을
지원하기 위해 크리니크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더 많이

크리니크(Clinique)는 차세대 피부 진단 프로그램 및 가상 체험 서비스인
‘클리니컬 리얼리티(Clinical

Reality)’를 선보였다.

모바일 기기에서

알고, 체험해보고, 구매를 위해

QR코드를 스캔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개인별 피부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50년 이상의 스킨케어 전문 지식과 100만 번의 얼굴 스캔을 통해 구축된

있도록 사이트에서 전반적인
AR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모델을 기준으로 얼굴에 80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표시해 과학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Polina Zhigalkina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 및 적합한 스킨케어 루틴을
추천하며, 안면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크리니크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최대 12주 후에 피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가상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한, 한 번의 스캔을 통해 개인별 피부톤에 맞춰 완벽한 파운데이션
색상을 찾을 수 있으며, 가상으로 시연해볼 수도 있다.

[그림 2] 크리니크(Clinique) 클리니컬 리얼리티(Clinical Reality) 서비스

출처 : 크리니크(Clinique) 홈페이지(cliniq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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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콤과 잇코스메틱,
오프라인 매장에서 메이크업 가상 체험 서비스 제공
⦁랑콤, 쇼핑 경험 향상 위해 AR 체험형 매장 오픈
로레알은 디지털 가속화 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에 캐나다의 안면인식
기술업체인 ‘모디페이스(ModiFace)’를 인수한 바 있다. 증강현실(AR)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얼굴의 특징과 색상에 따라 가상 메이크업 및
피부 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IT업체인 모디페이스 인수를 통해 로레알
그룹 산하 브랜드에 AR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레알 그룹의 ‘랑콤(Lancome)’과 ‘잇 코스메틱(IT Comestics)’은 매장 내
메이크업 가상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대에 QR코드 POP를
부착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랑콤은 파리 샹젤리제에 고객의 쇼핑 경험 향상을 위한 AR 체험형
매장을 오픈했다. 매장에 들어서는 방문객들은 향수의 마을 그라스(Grasse)
장미밭과 파리 거리 등으로 AR 여행을 떠나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표 1] 프랑스 현지 매장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사진

브랜드
출처 :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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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해시태그 챌린지, MZ세대 공략에 최적

⦁MZ세대, KOL(Key Opinion Leader) 입소문(WoM)으로 공략 필요
⦁틱톡 활용한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 또한 긍정적 효과 기대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MZ세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의 목소리를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제품의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KOL(Key Opinion Leader)을
활용하여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생생한 후기를 확산함으로써 입소문(Word
of Mouth)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에는 지나치게 상업적인 콘텐츠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소비자와 인플루언서를 함께 연계하여 진정성
있고 전문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함께 공동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신제품 개발, 제품
네이밍 참여 등을 통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젊은 소비자층의 선호도가 높은 틱톡을 활용한 ‘소비자 참여 마케팅’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pert Interview ]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제품을 사용한 후 코멘트를 통해 MZ
세대를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인지, 단지 제품의 장점만 홍보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KOL(Key Opinion Leader)이 요즘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Carine Darwiche / 프리랜서 에디터

“오늘날에는 지나치게 "상업적인" 콘텐츠는 더 이상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진정성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콘텐츠는 진정성 있고 전문적이며 독창성 있는 양질의 콘텐츠이며,
소비자와 인플루언서를 모두 포함합니다.
마케팅 전략에서 인플루언서 추천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브랜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뷰티 트렌드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또한
브랜드가 NYX나 연례 콘테스트 같은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자와 공동 제작 프로세스를 시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제품
개발, 사전 품평 테스트, 제품 네이밍 참여 등을 통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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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니에, 틱톡 비포/애프터 필터 활용 해시태그 챌린지 진행
⦁#FructisHairFoodChallenge, 클릭률(CTR) 20.5% 달성
가르니에(Garnier)는 비건 헤어케어 신제품 ‘헤어 푸드(Hair Food)’를
출시하면서 MZ세대 타겟을 공략하기 위해 틱톡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다.
틱톡의 비포-애프터 필터를 활용하여 가르니에 헤어제품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변신 모습을 #FructisHairFoodChallenge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하는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했다. 사용자들이 헤어제품의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보여줄 때 스크린 화면에 가르니에 샴푸 용기
이미지를 활용한 2D 효과를 접목함으로써 장난기 있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브랜드와 제품을 노출했다.
틱톡과 가르니에의 상호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해시태그 챌린지 이벤트는
가르니에 제품을 향한 사용자들의 애정을 부각시키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확산시키며 캠페인 첫 달 동안 무려 2억 5,000만
회 이상의 영상 조회 수를 기록했다. 4만 8,000명의 틱톡 사용자들에 의해
10만 9,000개 이상의 영상이 만들어졌으며, 광고 클릭률(CTR)은 20.5%를
기록했다. 이는 프랑스 뷰티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닐슨(The
Nielsen)의 광고 효과 연구에 따르면 18.0%의 인지도 상승 및 27.5%의
광고 회상률(Ad Recall) 상승을 기록해 캠페인의 성공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그림 3] 가르니에(Garnier) #FructisHairFoodChallenge 홍보 영상

출처 : 틱톡 포 비즈니스(TikTok For Business) 가르니에 기사(tiktok.com/business/en/inspiration/garnier-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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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케팅과 첨단기술 홍보…한국 브랜드의 방향성

⦁2017-2025년 프랑스 틱톡 사용자 폭발적 증가 '연평균 42.6%'
⦁틱톡 인기 한동안 지속될 것,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 생산 필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2017-2025년 프랑스
틱톡 사용자 수’ 예측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내 틱톡 사용자 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42.6%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2017년 사용자 수 44만 명에서 2025년에는 754만 명으로 증가하여
2017년 대비 2025년 증가율은 무려 1,613.6%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예상 사용자 수 665만 명 대비 2025년 증가율은 13.4%로
전망된다. 주 사용자 층이 MZ세대인 만큼 틱톡의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생산이 필요하다.
한편, 각각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마다 적합한 콘텐츠 유형이 다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노출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틱톡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각 플랫폼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 생산도 중요하다.

[그래프 9] 2017-2025년 프랑스 틱톡 사용자 수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2017-2025 프랑스 틱톡 사용자 수(Forecast of the number of TikTok users in France from 2017 to 20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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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휴대폰과 소셜 미디어의 사용률이 높은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SNS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하나의 플랫폼만을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연령대가 선호하는 플랫폼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틱톡 외에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플랫폼을 함께 추천하며,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고 비주얼 위주의 콘텐츠로 뷰티 제품에 관해 설명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중요한 화장품 브랜드의 SNS 마케팅
채널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유튜브 또한 효과적이며,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좋아하는 많은 프랑스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프랑스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하다.

[Expert Interview ]

“소셜 네트워킹은 휴대폰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MZ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하나의 플랫폼만을
활용하는 것보단 해당 연령대가 선호하는 플랫폼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인스타그램은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여전히 인스타그램에 있고 한국
브랜드를 사랑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뷰티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매우 적절합니다. 유튜브 또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릴 로랑(Cyrille Laurent)은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 스킨케어를 좋아합니다.”
Valentine Petry / Elle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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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AR, VR 기술을 접목한 마케팅, 혁신적 이미지 줄 것
한국 브랜드의 약점인 낮은 인지도 개선에 효율적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AR, AI 등 보다
진화된 기술이 요구되고 있지만 많은 프랑스 기업들은 혁신성이 다소
부족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 브랜드는 선진화된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시장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R, VR,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마케팅은 혁신적인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때
효과적인 홍보방법이라고 언급했다.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국 브랜드 또한 변화가 필요하며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타겟 선호도가 높은 SNS 플랫폼과 신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pert Interview ]

“시장은 특히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인해 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AR/AI는 기술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며, 많은 프랑스 기업들은 그
점에서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거나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Aditi Parashar / L'Oréal Luxe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프랑스에서 AR/VR과 같은 첨단기술은 매우 새롭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프랑스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브랜드의
경우, 한국은 매우 선진화된 첨단기술의 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한국 브랜드의 가장 큰 약점은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입니다. AR, VR,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마케팅은 투자 비용이 높을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때는 어느 홍보방법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요즘 MZ세대의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시태그
챌린지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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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6

마스크네(Maskne) 솔루션, 프로바이오틱스
마스크네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뷰티 업계 등장, 소비자 눈길 끌어
성장 가능성 큰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소비자 인식은 아직 낮아
코로나 19로 마스크 착용이 길어지면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마스크(Mask)와 여드름(Acne)의 합성어인 ‘마스크네(Maskne)’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마스크네를 예방하면서 민감해진 피부에 휴식을 주고
피부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해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에 대한 위기감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제약과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던 ‘프로바이오틱스’가 화장품 시장에서
새로운 인기 성분으로 주목받는 추세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기능성 화장품의 일환으로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며,
아직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나 사용 경험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브랜드의 약진이 기대되는 가운데, 성분 자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정확한 메시지 프레이밍과 신선함을 앞세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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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네(Maskne)의 등장과 새로운 '프로바이오틱스'

⦁프랑스,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보건패스 제도 도입
⦁덴마크, 프랑스 등 백신 접종률 높은 국가들 '위드 코로나' 검토
⦁10명 중 8명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필요'
백신 접종률이 증가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추세이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역체계를 의미하며, 신규 확진자 수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 극복을 전제로 한다

출처 : 해리스 인터렉티브(Harris Interactive),
'프랑스인과 마스크 착용, 2020’

프랑스는 정부는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디지털코로나19 증명서 규정에
따라 보건패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유럽 국가 중에는 최초로 보건패스를
발급받은 비유럽권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영국은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언하며 올해 7월에 봉쇄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것을 배울
때가 되었으므로 방역 조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각자의 상식에
맡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백신 접종률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덴마크도 코로나19 방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덴마크는 백신접종증명서인 코로나 패스가 있으면
식당, 카페, 술집 등의 입장이 전면 허용되며 단계적 일상회복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는 일상이 지속되면서 마스크 착용도 일상이
되었다.

해리스

인터렉티브(Harris

Interactive)에서

조사한

‘프랑스

소비자의 마스크 착용 의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 중 81%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답했으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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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장기화로 인해 민감성 피부에 대한 고민 증가
⦁마스크로 인한 여드름 고민 다수, 마스크네 신조어 등장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민감성 피부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고 있다. 마스크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마스크(Mask)와 여드름(Acne)의 합성어인 ‘마스크네(Maskne)’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마스크네는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마스크 속 고온 다습한 환경과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으로,
마스크 내부의 습한 환경이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해 피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여드름을 유발하게 된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랑스인의 50% 이상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이후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피부가 민감해지고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뷰티 업계에서는 장기화되는 마스크 착용 트렌드에 대응하는 추세이며,
마스크로 인해 증가하는 민감성 피부 고민과 마스크네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Expert Interview ]

“프랑스인의 50% 이상이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이
끝난 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하합니다. 따라서,
미용업계는 마스크 착용 트렌드를 채택했고, 이와 관련된 피부 고민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생긴 여드름, 일명
'마스크네'나 피부 발진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만큼, 사람들의 피부에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Blossier Justine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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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분 탐색 여부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마스크네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탐색하는 소비자 증가
⦁소비자 중 73.8%, 스킨케어 구매 시 새로운 성분을 탐색
마스크로 인한 여드름, 일명 ‘마스크네’의 예방을 위해 새로운 제품과
성분을 탐색하는 프랑스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새로운 성분 탐색을 즐기는지를 묻는
질문에 73.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동의를 보여 프랑스 소비자들의 새로운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분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볼 수 있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마스크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새로운 성분이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유니레버(Unilever) 그룹의 갈리니(Gallinee)가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더 많은 브랜드가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유니레버는 2018년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브랜드 갈리니를 인수해 여드름과 습진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바 있다.

[Expert Interview ]

“일부 전문가들은 마스크네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프리바이오틱스와 같은
새로운 성분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유니레버에 속한
갈리니(Gallinee)가 '-바이오틱스' 화장품 분야를 이끌고 있지만, 머지않아
더 많은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여 '프로, 프리, 포스트바이오틱스' 화장품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lossier Justine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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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iotics, Prebiotics,
Postbiotics)

시카
(Centella Asiatica)

세라마이드
(Ceramide)

펩타이드
(Peptide)

대마 추출물
(CBD, Cannabidiol)

나이아신아마이드
(Niacinamide)

스쿠알란
(Squalane)

갈락토미세스
(Galactomyces)

판테놀
(Panthenol)

아데노신
(adenosine)

Ⅳ. 부록

⦁제약/건강기능식품 위주로 성장한 프로바이오틱스,

예상되는 성분은?

프로, 프리, 포스트
바이오틱스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전문가 10명 중 9명 '프로바이오틱스, 향후 인기 성분 될 것'

● 2022년에 유행할 것으로

성분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응답자 수

9

8
6

화장품 시장으로 그 영향력 확대될 것으로 전망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2022년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향후 인기 성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은 제약과 건강기능식품에 활발히 활용되며 성장세를

6

이어왔으며, 화장품 분야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6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랑스 소비자들이 식품과 보건 부문에서 사용되는

6

재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4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품과 제약,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라
화장품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라고 언급했다.

3
2

최근 유니레버, 로레알 등 글로벌 선두 브랜드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을

1

활용한 화장품을 활발히 출시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출처 : 프랑스 화장품 전문가 10명 인터뷰

예상된다.

결과 취합

[Expert Interview ]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은 제약, 건강기능식품 부문에서 나온 성분이라
소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최근 유니레버나 로레알 등 대형
브랜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어

화장품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Valentine Petry / Elle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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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스크네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 프랑스 뷰티 데이터 21,769건 분석 결과(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

강신호

약신호

신 성분

마스크네

여드름

Big Data Analytics : Probiotics, Maskne
빅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의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스크네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강신호로 ‘신 성분’, ‘여드름’이 확인되었으며,
약신호로는 ‘마스크네’가 감지되었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는 ‘신 성분’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졌으며 ‘마스크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성분에 대한 탐색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코로나 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면역력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마스크로 인해 증가하는 여드름을 관리하고 근본적인 피부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새로운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관 키워드 중에 ‘여드름’과 ‘페이셜 마스크’의 빈도(점유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스크로

인한

여드름

피부를

개선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품목 중에 ‘페이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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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의 시장 가능성과 장애요인

⦁프로바이오틱스, 인간 몸속의 미생물 군집…균형이 필수적
⦁전문가, 아직 요구르트 등 식품/제약 위주 홍보가 주를 이룸
유산균에 흔히 함유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총칭하는
말로, 나쁜 균을 억제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을 활성화해 미생물 군집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인간 몸속의 미생물이 불균형을 이룰 경우, 염증 반응을 유도해 피부
질환을 유발하고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유익균과 유해균 간의
균형은 필수적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미생물 군집의 균형을 개선해 건강에
근본적으로 유익한 작용을 하는 중요 성분이라 할 수 있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식품과 제약산업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 다국적 식품기업 다논(Danone)이
있다. 세계 1위 요구르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논은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캠페인을 다수 진행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각종 외부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면역력 향상을 위해 먹는 유산균 뿐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유산균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는 민감해진 피부에 휴식을 주고
본연의 힘을 키워 피부의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해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1] 다논(Danone)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홍보물

출처 : 다논(Danone) 트위터(twitter.com/Da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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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시장, 2021-2025년 연평균 5% 성장
⦁메이크업 제품보단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제품에서 강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테크나비오(TechNavio)에서
시장

2021-2025’

보고서에

발표한
의하면,

‘글로벌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시장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5.0%
성장이 예상되며, 5년간 약 4억 9,291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아우렐리아(Aurelia Skincare Ltd.),
에쎄(Esse Skincare),

유니레버 그룹의 갈리니(Gallinee Ltd.),

글로우

바이오틱스(Glowbiotics Inc.),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로레알(L’Oréal
SA)이 이름을 올렸다.
2017년 기준, 스킨케어 제품이 6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시장을 장악했다. 헤어케어 제품은 2017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2]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시장 2021-2025

출처 : 테크나비오(TechNavio),
'글로벌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시장 2021-2025(Global Probiotic Cosmetic Products Market 20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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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급성장 중인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시장
⦁글로벌 기업 외 콜마/코스맥스 등 한국 기업이 시장 선도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시장은 2018년 이후 급성장 중으로 유니레버,
로레알 등 글로벌 기업과 한국 콜마, 코스맥스 등 한국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유니레버(Unilever)는 2018년 2월 프랑스 스킨케어 브랜드 갈리니(Gallinee)를
인수해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체를 활용한 민감성 피부용 제품을 개발,
성장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스킨케어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로레알(L’Oréal)은 2019년 3월 미생물 유전체학의 선두 업체인
미국의 유바이옴(uBiome)과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체결해 피부의 미생물
생태계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세계 1위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코스맥스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의 항노화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소재인 ‘스트레인-코스맥스’를
개발하며 한국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글로벌 ODM 시장에서 코스맥스와 1,2위를 다투는
한국 콜마는 2020년 8월 ‘바이옴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같은 해 12월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표 1]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개발 및 출시한 글로벌 기업 연도별 이슈
연도

주요 이슈 내용

2018년 2월

유니레버(Unilever),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브랜드 갈리니(Gallinee) 인수

2018년 4월

에쎄(Esse), 센시티브 라인 프로텍트 오일(Sensitive line Protect Oil) 출시

2019년 3월

로레알(L’Oréal), 미생물 유전체 전문 업체인 유바이옴(uBiome)과 공동 연구 파트너십 체결

2019년 4월

코스맥스, 세계 최초의 항노화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소재 개발

2019년 8월

로레알(L’Oréal), 마이크로바이옴이 함유된 ‘랑콤 뉴 어드밴스드 제니피끄’ 신제품 출시

2020년 8월

에스티로더(Estee Lauder), 바이오 제약회사 Atropos Therapeutics와 협업

2020년 12월

한국 콜마,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강화 발표

출처 : 글로브뉴스와이어(GlobeNewswire) 웹사이트(globenews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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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화장품 일환으로 시장 성장 기대
⦁성분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 소비자 경험은 아직 낮은 편
현지 뷰티 전문가는 약국에서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는 프랑스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피부과학의 일환으로 여겨져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신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위기감과 면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브랜드가 프로바이오틱스의 관련 효능을 홍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지면서 인지도가 상승했다.
성분 자체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소비자의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과 관련한 경험이 많지는 않은 편으로 보이며, 일부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아직

화장품

분야에서는

대중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느낌이 강한 제품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성분에 대한 신뢰도나 인지도가 높고 생물학이 접목된 기술인 만큼,
프로바이오틱스가 앞으로 피부 재생이나 여드름 피부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pert Interview ]

“특히 약국에서 화장품을 많이 구매하는 프랑스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피부과학의 일환으로 여겨져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신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브랜드들이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많이
홍보했고, 소비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은 아직 대중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느낌이 강한 제품입니다. 생물학이 접목된 기술인 만큼, 피부 재생이나
여드름 피부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써 앞으로가 기대되는
성분입니다.”
Léna El Omari / MiiN Cosmetics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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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분을 선호하는 소비자 중 37.4%,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들어보았으나 사용해본 적 없음
⦁그 중 65.5%, 구매 접근성 개선 시 향후 사용 의사 있음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새로운 성분 탐색을 선호하는 프랑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의 사용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4%가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을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사용해본 적은
없다고 응답했다.
한편, 30.3%의 소비자는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을 알고 있으며 사용해본
적도 있다고 답해 총 67.7%는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을 알고는 있으나 아직 사용해본 적은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65.5%는 향후 관련 제품이 다수 출시되어 접근성이
높아지면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프랑스 소비자들의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에 대한 수용도가 대체로 긍정적임을 볼 수 있다.

[그래프 2]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사용 경험 및 향후 사용 의사

출처(1)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새로운 성분 탐색을 즐기는 소비자 310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출처(2)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미사용 소비자 116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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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프로바이오틱스, 피부 항노화·아토피·여드름 개선에 효과적
⦁기대 효과 1순위 피부 장벽 회복(32.1%), 2순위 트러블 예방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의 효능을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이 발간되고 있으며,
특히 피부 항노화, 아토피, 여드름 피부 개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자외선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연구도 있어 피부 미생물의 균형을 찾고 피부 장벽을
개선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신소재로
기대를 받고 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에
기대하는 효과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순위로 피부 장벽 회복이
32.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2순위로는 트러블 예방이 29.5%를
차지해 소비자들은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이 근본적인 피부 건강을 위한
피부 장벽 회복 및 여드름 피부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3]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사용 기대 효과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사용 소비자 94명과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미사용 소비자 중 사용 의사 있는 소비자 76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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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 44.0%,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효능 때문에 구매
⦁미생물학과 연관된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주목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매 이유를 조사한 결과, 44.0%가 ‘효능’ 때문에 구매했다고
답해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함유된 스킨케어 제품은 ‘미생물학과 연관된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특히 주목하며 효능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pert Interview ]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스킨케어 제품은 건강한 미생물이 균형을
되찾도록 도와 여드름을 줄이거나 건성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각종 '바이오틱스'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물학과 연관이 있는 성분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제품
시도에 열린 소비자들이 궁금해하고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Aditi Parashar / L'Oréal Luxe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그래프 4]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구매 요인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사용 소비자 94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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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세포라 제품 속성 필터

번호

제품 속성
히알루로산

1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프랑스 내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진출 현황

⦁세포라, 프로바이오틱스/프리바이오틱스 제품 기준 개설
⦁글램글로우, 프로바이오틱스 워시오프 마스크 판매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오프라인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매대 부재

(Acide Hyaluronique)

살리실산

2

(Acide Salycilique)

3

아하&바하

4

항산화 성분

5

유기농

6

천연 성분

7

모공을 막지 않는

(AHA&BHA)
(Antioxydant)
(Bio)
(Naturel)

프랑스 세포라 온라인 쇼핑몰 제품 속성 필터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제품 기준이 개설되었다. 히알루론산, 살리실산, 아하&바하,
콜라겐 등 주요 화장품 성분들과 함께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 필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소비자들이 관련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쉽게
찾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Non comédogène)

친환경 포장

8

(Packaging Éco-responsable)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9

(Probiotiques/Prebiotiques)

레티놀

10

(Retinol)

11

알코올 프리

12

오일 프리

(Sans alcool)
(Sans Huile)

파라벤 프리

13

(Sans paraben)

14

(Sans parfum)

무향의
비건

15

(Vegan)

출처 : 프랑스 세포라 온라인 쇼핑몰
(sephora.fr)

세포라에

입점한

마스크

트리트먼트

브랜드

‘글램글로우(Glamglow)’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워시오프 마스크 ‘베리글로우 프로바이오틱스 리커버리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피부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디톡스 페이스 마스크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세포라 매장 내 글램글로우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세포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필터가 있는 반면,
오프라인 매장 내에 이와 관련된 매대가 없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온라인
쇼핑몰이 새로운 트렌드를 더욱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아직 별도 매대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프랑스 세포라 입점 글램글로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판매 매대
구분

내용

매대 사진

브랜드
제품명

글램글로우(Glamglow)
미국
베리글로우 프로바이오틱스 리커버리 마스크
(Berryglow Probiotics Recovery Mask)

출처 :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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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옹노드 입점 갈리니, 프로바이오틱스 강조 홍보물 구성
⦁갈리니 제품 온라인 후기 중 다수 '프로바이오틱스 참신하다'
마리옹노드(Marionnaud)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프로바이오틱스 스킨케어
브랜드 갈리니(Gallinee)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을 강조한 홍보물을
구성해 노출하고 있다.
갈리니의

모든

제품에는

특허받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복합체가 함유되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미생물 군집의
출처 : 마리옹노드(Marionnaud) 쇼핑몰

균형을 지원하고 피부 건강에 좋은 유익균을 활성화한다고 홍보한다.

(marionnaud.fr)

아마존 프랑스 쇼핑몰 내 갈리니 제품의 후기 중 다수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프로, 프리, 포스트바이오틱스
3가지 성분 구성이 참신하다는 의견과 함께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품이 천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감성 피부와 아토피 피부도 자극
없이 바를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신뢰감을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

[표 3] 아마존 내 갈리니(Gallinee) 하이트레이팅 페이스 크림 후기

소비자
후기
1

“성분 구성이 참신하다.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락틱애시드(젖산),
이 모든 성분은 새롭고 피부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
후기
2

“96% 천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농축되어 있으며 어떤 나쁜 성분도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민감성 피부와 아토피 피부도 쉽게 바를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새로운 성분이 무엇인지,
피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써볼 것을 추천한다.”
출처 : 프랑스 아마존 갈리니 하이드레이팅 페이스 크림(Gallinee Hydrating Face Cream) 판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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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니, 크림 1개당 약 40유로…일반 크림 대비 비싼 편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신기술에 더 높은 비용 소비지출 기대
갈리니(Gallinee) 하이드레이팅 페이스 크림은 1개당 약 40유로(약 5만
4,000원), 일반 크림 대비 가격이 다소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갈리니의 대표 제품으로 판매될 만큼 인기 있다.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식품이나 제약 부문과
비교하면 화장품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가격대가
다소 높고 과학적인 느낌이 강해 소비자들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
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효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알리고 설명한다면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신기술에는 더 높은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
다고 평가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피부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과 신뢰를 어필하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서 효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된다면 차세대
성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화장품 시장에서도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pert Interview ]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은

식품이나

제약

부분과

비교하면

화장품

시장에서 인지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가격대가 높고 과학적인
느낌이 강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추가된다면, 그 신기술에 대한 비용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Polina Zhigalkina /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138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3) 시사점 및 전망

▶

● 전문가 인터뷰

⦁희망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종류 1위는 ‘페이셜 마스크(48.0%)’

한국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프랑스 내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성분을 써볼 수 있어 선호
“아무래도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새로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구매할 때는 시트 마스크나

종류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8.0%의 응답자가 1순위로 페이셜

머드 마스크 같은 마스크 팩의
진입장벽이 가장 낮다.

마스크를 꼽았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에서는 20대의 60.9%가 페이셜

크림이나 세럼과 비교하면 가격이

마스크를 사용 희망 제품 1순위로 선택해 눈에 띄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저렴하고 쉽게 구매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을 선호하는 것 같다.”
Valentine Petry
Elle 에디터

그 외 일반적인 페이셜 크림도 44.0%의 소비자가 사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해 2순위 인기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는 66.7%가 페이셜
크림을 선택하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새로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시트 마스크 또는 머드 마스크 같은 페이셜 마스크가
진입장벽이 가장 낮다고 언급하며, 페이셜 크림이나 세럼과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래프 5] 사용 희망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종류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사용 소비자 94명과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미사용 소비자 중 사용 의사 있는 소비자 76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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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네오젠(Neogen)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인기
현지 전문가 '마스크네 예방에 좋은' 등 설명 추가 추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키워드, 마스크네 활용 필요
프랑스 뷰티 전문가는 한국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중에 네오젠(Neogen)
제품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네오젠 ‘프로바이오틱스 더블 액션 세럼’은 피부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피부 자체의 근본적인 힘을 길러 외부자극을 이겨낼 건강한 피부
환경으로 가꾸어 주며, 두 가지 세럼 제형으로 구성되어 탄력과 생기를
채워주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출처 : 네오젠(Neogen) 홈페이지
(neogenlab.us)

네오젠을 포함해 갈리니(Gallinee)나 에쎄(Esse) 등 많은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해당 성분의 효능을 제대로 어필하지 않고 있어
홍보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마스크네(Maskne)
예방’ 등의 설명을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팬데믹으로 위생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스크 착용의 장기화로
피부 트러블이 증가하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력과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로 증가한 버즈 키워드인 ‘마스크네’를 잘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의 효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pert Interview ]

“한국산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으로는 네오젠(Neogen)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갈리니(Gallinee)나 에쎄(Esse) 등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쉬운 점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의 효능이 잘

알려지지 않음에도 별도로 기재되어있지 않아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때문에 '마스크네(Maskne)'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해당 문구를 사용하거나 간단하게 '여드름 예방' 등을
기재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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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시장 내 한국기업 약진 기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성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글 뒷받침 필요
코로나19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전망이며 한국기업의
약진이 기대된다. 프로바이오틱스 기술이 기존에 기능성 화장품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K-뷰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비롯해 국내 화장품 업계는 일제히 관련
제품의 개발과 출시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은 ‘마몽드 프로바이오틱스
세라마이드 크림’에 이어, 자사 브랜드 이니스프리의 시그니처 제품인
‘그린티 씨드 세럼’에 ‘그린티 바이옴’을 적용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LG생활건강도 7가지 프로&프리바이오틱스가 담긴 ‘오휘 더 퍼스트
제너츄어 심-마이크로 에센스’를 출시했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므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하며, 미생물의 균형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의 기능적 차이가 타 성분과 여
전히 모호하다면서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성분 자체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pert Interview ]

“마스크를 써야 하니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미생물이 건강하고 빛나고 촉촉하고
유연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차이가 여전히 모호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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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

메이크업은 미니멀하게, 스킨케어는 스킵할 시간
코로나19로 강해진 미니멀리즘 트렌드, 뷰티 업계에도 영향
젊은 소비자 중심으로 스키니멀리즘/스킵케어 트렌드 열풍
5-7단계 스킨케어는 그만, K-뷰티도 미니멀리즘 따라야
한동안 유럽 시장에서 한국 여성들의 스킨케어 스타일에서 비롯된 5-7단계
스킨케어가 인기를 끌었으나 코로나19로 일상이 변화를 맞이하면서 메이크업에
대한 니즈가 감소하고 미니멀리즘 트렌드가 확산하며 뷰티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킨’과 ‘미니멀리즘’을 합친 ‘스키니멀리즘(Skinimalism)’과 불필요한 스킨케어
단계를 과감히 줄이는 ‘스킵케어(Skipcare)’를 추구하는 경향은 특히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10-20대 프랑스 소비자의 66.7%가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K-뷰티의 상징인 5-7단계 스킨케어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품목 위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더 적은 제품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마케팅 클레임도 중요하다.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미니멀리즘’ 트렌드에 발맞춰 한국 브랜드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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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What is Minimalism"

(미니멀리즘의 의미)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코로나19로 인한 스키니멀리즘 강세

⦁전 세계를 강타한 미니멀리즘 트렌드, 뷰티 업계에도 상륙
⦁프랑스 소비자 중 31.0%, 이젠 메이크업 덜 한다
패션처럼 뷰티도 유행이 오고 간다. 한동안 유럽 시장에서 한국 여성들의
스킨케어 스타일에서 비롯된 5-7단계 스킨케어가 큰 인기를 끌었으나 전
세계를 강타한 미니멀리즘 트렌드가 뷰티 업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자가격리,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출처 : DSM 홈페이지(dsm.com)

온라인 검색에서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 ‘홈메이드 뷰티 레시피’ 등을
찾는 이들이 증가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여러 개의 화장품을
사용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 깊이 있는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추세이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미니멀리즘에 초점을 맞춰 피부와
지구를 더 존중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첨가되는 성분도 천연 또는 유기농
성분 위주로 꼭 필요한 성분만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다.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31.0%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메이크업을 덜 한다고 응답해 화장품 소비와
사용행태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프 1] 코로나 19 이전 대비 메이크업 빈도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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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화장품협회(FEBEA) 코로나19 기간
'스킨케어 시장 50.0% 성장, 메이크업은 25.0% 하락’
프랑스 화장품협회(FEBEA)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화장품 산업은 2020년
상반기 동안 전체적으로 10%의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스킨케어 시장은
50.0% 성장했지만, 메이크업 시장은 25.0% 하락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메이크업 제품에서 스킨케어 제품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프랑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과 스킨케어 제품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은 코로나 19 이후 더 적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51.0%를 차지한 반면, 스킨케어 제품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0.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에서도 Z세대의 44.0%, 밀레니얼 세대의 49.0%,
X세대의 55.0%, 베이비붐 세대의 55.0%가 코로나 19 이전 대비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더 적게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스킨케어 제품은 Z세대의 50.0%, 밀레니얼 64.0%, X세대 81.0%,
베이비부머 86.0%가 코로나 19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응답해 코로나 19로
인해 스킨케어 제품의 사용은 유지됐지만,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그래프 2] 코로나19 전후,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vs 스킨케어 제품 사용 빈도 비교

출처 :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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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 중 64.8%, 미니멀리스트 지향
⦁10-20대 동의율 상대적으로 높아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미니멀리스트 지향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4.8%가 맥시멀리스트보다는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0대의 67.5%, 20대의 66.4%가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한다고 응답해 10-20대의 평균 동의율이 66.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니멀리즘에 대한 인기는 MZ세대에서 더욱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Z세대의 미니멀리즘 선호 현상은 코로나 19 이후 소비 위축으로 가
속화되는 추세이며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단순화되는 현상은 계속될 전
망이다. 스스로 직접 만들고 혼자서 해결하는 DIY(Do-it-yourself)와 미니멀
리즘 생활 방식의 인기는 코로나19 이후,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
고 있다.

[그래프 3] 멕시멀리스트보단 미니멀리스트 지향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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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미니멀리즘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 프랑스 뷰티 데이터 21,76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

강신호

약신호

미니멀리즘

스키니멀리즘

내추럴 뷰티

레스 메이크업

Big Data Analytics : Minimalism
빅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의 미니멀리즘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강신호로

‘미니멀리즘’,

‘내추럴

뷰티’가

확인되었으며,

약신호로는

‘스키니멀리즘’, ‘레스 메이크업’이 감지되었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는 미니멀리즘, 스키니멀리즘, 내추럴 뷰티, 레스
메이크업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변화를 맞이하면서
메이크업에 대한 니즈가 감소하고 복잡한 스킨케어 단계 대신 심플한 뷰티
루틴을 지향하는 스키니멀리즘(Skinimalism)과 스킵케어(Skipcare)가 주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니멀리즘 연관 키워드 중에 ‘자연스러운’ 키워드의 빈도(점유율)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 소비자 사이에서 화려하고 진한

메이크업보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내추럴 뷰티’가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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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현황

▶

● 인기 뷰티트랜드 키워드

⦁핀터레스트(Pinterest),

'Skinimalism is the new glow up’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미니멀리즘 뷰티, 메이크업에서 스킨케어로 확장

2020년 가장 많이 검색된 뷰티 키워드는 스키니멀리즘
⦁내추럴 메이크업 검색량은 전년 대비 180% 증가
세계 최대 이미지 공유 플랫폼 핀터레스트(Pinterest)에 따르면 2020년에
가장 많이 검색된 뷰티 트렌드 키워드 1위는 ‘스키니멀리즘’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핀터레스트(Pinterest)

“힘들이지 않고 시크한” 스키니멀리즘은 간단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이미지를 반영하며, 두꺼운 메이크업과 여러 단계의 뷰티 루틴에 작별을
고하게 했다.
복잡한 루틴을 없애고 민낯에 가까운 내추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스키니멀리즘은 본래 메이크업 위주로 사용되던 용어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랑스 내 메이크업 트렌드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프랑스 여성들의 특성상 본래 내추럴 메이크업이 뷰티 트렌드를 선도해오고
있었다고 말하며 해당 기조는 코로나19로 확대된 미니멀리즘 트렌드와
함께 가속화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핀터레스트에서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내추럴 메이크업’
키워드의 검색량이 전년 대비 18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 특히 높은 검색 증가율을 보였다.

[Expert Interview ]

“노 메이크업(no-makeup)의 미니멀리즘 트렌드는 여성들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프랑스에서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내추럴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는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팬데믹은

핀터레스트의

이

연간

트렌드의

보고서에

확산세를

따르면

내추럴

키웠습니다.
메이크업

실제로
키워드의

검색량이 전년 대비 180.0% 증가했습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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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전략에서
'미니멀리즘' 클레임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프랑스 소비자에게
더 높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코로나19로 인해 메이크업 니즈 감소, 스킨케어 단계는 축소
⦁스키니멀리즘 스킨케어로의 확대, 스킵케어 트렌드의 등장
팬데믹 이후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메이크업에 대한 니즈는 줄어들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옷장이나 집안 살림을 간소하게 줄이는 미니멀
생활에 대한 갈망은 뷰티 루틴과 화장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트렌드가 점차 미니멀리즘으로
옮겨가고 '스키니멀리즘',
'스킵케어'와 같은 신조어를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에 의하면 트렌드가 점차 미니멀리즘으로 옮겨

만들어냈다. ”

가면서 ‘스킨’과 ‘미니멀리즘’을 합친 ‘스키니멀리즘(Skinimalism)’ 및

Margaux Largillet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불필요한 스킨케어 단계를 과감히 줄이는 ‘스킵케어(Skipcare)’와 같은
신조어가 탄생했으며,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전략에서 ‘미니멀리즘’
클레임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더 높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핀터레스트에서 발표한 ‘스키니멀리즘 리포트’ 내 ‘브랜드들을 위한
조언’에는 스킨케어 브랜드들은 단계를 간소화하면서 소비자들이 클린 뷰티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메이크업 브랜드는 카메라와 영상 통화에 잘
어울리는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뷰티 룩을 공유하며,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미니멀리즘 메이크업 트렌드를 홍보해 사용자들이 완벽한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림 1] 핀터레스트(Pinterest) '스키니멀리즘 리포트(Skinimalism is the new glow up)’

출처 : 핀터레스트(Pinterest) '스키니멀리즘 리포트(Skinimalism is the new glow up)’(business.pinter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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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is Better, 적은 양이라도 필요한 만큼만

⦁프랑스 소비자 중 55.5%, 1-3단계의 스킨케어도 충분하다.
⦁짧은 단계의 스킨케어, SNS 중점으로 10~20대에서 주로 인기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3단계의 스킨케어만으로도 충분한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55.5%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10대는
66.3%, 20대는 63.2%가 동의하며 10-20대의 동의율이 평균 64.7%로
나타나 10-20대 소비자 사이에서 적은 단계의 스킨케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많은 프랑스 여성들이 세럼, 세안제, 페이셜 크림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반영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제품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Expert Interview ]

“실제로 많은 프랑스 여성들은 오직 세럼 하나 그리고 세안제, 페이셜
크림만 사용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반영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제품을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Valentine Petry / Elle 에디터

[그래프 5] 1-3단계 스킨케어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149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스키니멀리즘과 스킵케어, 많이 바를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많은 단계의 스킨케어가 피부에 좋다'에 동의율 낮아
여러 단계로 제품을 덧바르는 ‘레이어링’의 반대 개념이자 미니멀리스트를
위한 스킨케어 루틴인 ‘스키니멀리즘’과 ‘스킵케어’는 무조건 많은 화장품을
바를수록 좋은 것은 아닌, 피부 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 제품만을 사용하여
뷰티 루틴을 합리화하고 단순화하며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하고 복잡한 스킨케어 패턴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주고 민감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별 피부의 니즈를 고려해 다기능(multifunction)적이고 필수적인
제품의 사용에 초점을 맞춰 클렌징 단계와 에센스, 페이셜 크림 등 여러
기능을 갖춘 보습 제품에 집중한다. 이는 일상에서 피부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여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단계의
스킨케어가 피부에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2%만이
그렇다고 답해 낮은 동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6] 많은 단계의 스킨케어가 피부에 좋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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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 중 37.1%, 아침 세안 후 2개 제품만 사용한다
⦁선호 스킨케어 단계는 1위는 2개(37.1%), 4개 이상은 19.0% 불과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아침 선스크린 전 단계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 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7.1%가 아침
세안 후 2개 제품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스킨케어 제품
개수 1순위로는 2개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4개 이상은 19.0%에
불과했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0-20대는 2개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41.0%, 36.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40대는 4개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30.6%를 차지해
10-20대에서 적은 단계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 7] 아침 선스크린 전 단계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 수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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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과 지구 모두를 위한 미니멀리즘

⦁스킨케어 4개 이상 사용 소비자, '개수를 줄일 의향 있음'
⦁축소 요인 1순위는 환경보호, 2순위는 미니멀리즘 트렌드
프랑스 현지 소비자 중 4개 이상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스킨케어 단계를 축소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7.5%의 응답자가 개수를 줄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축소 의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축소 요인을 질문한 결과, 56.3%가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스킨케어 제품을 4개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 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환경보호 이유를 1순위로 꼽았으며, 2순위로 31.3%가 미니멀리즘 트렌드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각각 66.7%, 61.9%가
환경보호 때문에 스킨케어 단계를 축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10대의
44.4%, 20대의 38.1%가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이유로 꼽았다.
프랑스 소비자들이 스킨케어 단계와 제품의 개수를 줄이는 것은 본인
자신의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환경보호 차원의
요인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프 8] 스킨케어 단계 축소 요인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스킨케어 제품을 4개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 80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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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축소 의향 소비자 중 87.5%, 친환경 화장품 선호
⦁1-3개 제품 사용자 중 33.5%, 환경보호를 위해 적게 사용
프랑스 현지 소비자 중에 스킨케어 단계 축소 의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화장품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3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해당 개수만을 사용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적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스킨케어 제품 축소의향 소비자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니멀리즘 트렌드 때문’이라는 응답이 28.2%로
2순위를 차지했다.

5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에서는 10대의 44.6%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1-3개
제품만을 사용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니멀리즘 트렌드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대의 응답율이 41.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Z세대에서 친환경과 미니멀리즘 트렌드 이슈에 관한 관심이 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 9] 1-3개 제품만을 사용하는 이유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스킨케어 제품을 1~3개 사용하는 소비자 340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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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리즘, 친환경, 편의성을 반영한 스킨케어 제품 인기
⦁일부 소비자, 1-2개 기능 또는 성분에 집중한 ‘투인원’ 선호
아시아 소비자들과 비교하면 스킨케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지 않은 프랑스
소비자들은 미니멀리즘과 친환경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더욱 빠르고 단순한
스킨케어 루틴을 반영하고 편의성을 높인 제품을 원하고 있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최근에 투인원(2-in-1) 제품들이 시장에 대거
등장했다고 말하며, ‘세럼과 크림’ 또는 ‘세럼과 아이크림’ 등과 같은
콤비네이션 제품들을 언급했다.
일부 프랑스 소비자는 하나에 3-5가지 기능이 담긴 올인원 제품보다는
1-2가지 기능 또는 성분에 집중한 ‘투인원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인원 제품에 비해 핵심 기능에 집중하면서도 편리하고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pert Interview ]

“보통 5-7단계의 스킨케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으며, 스킨케어 루틴을 빠르게 끝내고 싶어합니다. 미니멀리즘과
친환경 트렌드로 인해 프랑스 소비자들은 스킨케어 단계를 더 줄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Aditi Parashar / L'Oréal Luxe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프랑스 소비자들은 본래 아시아 소비자와 비교하면 스킨케어에 투자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 시작된 미니멀리즘 트렌드로 정점을 찍게 되었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투인원 제품들이 시장에 대거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럼과 크림’ 또는 ‘세럼과 아이크림’ 등과 같은 콤비네이션
제품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 소비자들은 한 번에 3-5가지
기능이 있는 올인원 제품보다는 1-2가지 기능만 있는 투인원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올인원 제품에 비해 기능에 집중하면서도
편리성과 예산 절약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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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멀리즘(Skinimalism)를 반영한 화장품 브랜드

⦁시오리스(Sioris)와 디오디너리(The Ordinary),
단순한 성분과 직관적인 포장으로 미니멀리즘 표현
현지 뷰티 전문가는 스키니멀리즘(Skinimalism)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
브랜드로 한국의 ‘시오리스(Sioris)’를 언급했다.
올해 초 11종 제품에 관해 유럽 코스모스(COSMOS) 유기농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공신력을 높였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고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해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위주로 사용하며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포장 디자인을 적용해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사로잡았다.
캐나다 스킨케어 브랜드 ‘디오디너리(The Ordinary)’도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다. 원료의 함량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미니멀한
성분, 최소한의 포장 비용으로 단가를 낮춰 기존 브랜드 대비 놀랄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단일 성분을 고함량으로 배합해 핵심성분에만 집중할 뿐, 그 외의 성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디오디너리의 상품전략이다. 또한, 내용물 점도가 높은
제품은 플라스틱 튜브에 담고, 점도가 낮은 제품은 스포이드 병에 담아
패키지를 통일했으며, 직관적이고 단순한 사양으로 적용해 포장재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였다.
본질에 집중한 단일 성분과 단순한 포장으로 미니멀리즘 브랜딩에 성공한
시오리스와 디오디너리는 가격 절감 또한 함께 이뤄내며 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Expert Interview ]

“시오리스 브랜드가 생각나는 이유는 제품의 구성, 포장 등 제품의 수는
적지만

효과적이고

미니멀한

제품이

많은

내추럴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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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멀리즘 선도주자 글로시에(Glossier)의 성공 비결,
미니멀한 포장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글로시에(Glossier)’는 ‘스키니멀리즘’의 선도주자다. 화려한 메이크업보다는
스킨케어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메이크업 니즈에
부합한 상품 포트폴리오와 단순한 포장을 통해 미니멀리즘 브랜딩에 성공했다.
“More skin, less makeup” 컨셉을 반영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의
이상적인 조합으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한 제품들을 판매한다.

출처 : Grace Gong 유튜브
(youtube.com/user/gracegong1)

유튜브에는 글로시에의 제품들을 활용한 다양한 미니멀리즘 메이크업 영상
콘텐츠들이 공유되고 있다.
미니멀리즘과 내추럴 뷰티 컨셉을 기반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더해져 밀레니얼과 Z세대의 호응을 끌어 올렸으며, 디지털과 소셜 미디어의
중심에 있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하고
설문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한 뒤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일례로 ‘슬랙(Slack)’이라는 업무 공유 채널을 통해 글로시에 고객 상위
100명을 초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뒤 그들의 대화를
참고해 제품 생산에 반영한 바 있다.

[그림 2] 글로시에(Glossier) 스킨 틴트 제품 판매 페이지

출처 : 글로시에(Glossier) 홈페이지(glossi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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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니에(Garnier)와 뉴트로지나(Neutrogena),
편리성을 강조한 다기능 페이셜 클렌저 판매
스키니멀리즘과 스킵케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2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투인원(2-in-1) 제품과 스킨케어 단계를 줄인 원스텝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프랑스 현지 매장에는 가르니에, 뉴트로지나 등 편리성을 강조한
페이셜 클렌저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대표 제품인 뉴트로지나 스킨 디톡스 퓨리파잉 클레이 마스크는 데일리
클렌저와 디톡스 마스크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2-in-1 제품으로, 피부
장벽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노폐물과 과도한 피지, 메이크업 잔여물을
부드럽게 제거해 부드럽고 윤기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가르니에 미셀라 클렌징 워터는 아르간 오일과 메이크업 제거 오일,
미셸라 워터가 이상적으로 조합되어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포함해 얼굴,
눈, 입술 등 모든 종류의 메이크업을 한 번에 지워주고 피부 진정효과를
갖춘 원스텝 클렌징 제품이다.

[표 1] 프랑스 현지 매장 뉴트로지나, 가르니에 제품 매대 현황
구분

제품

매대

매대
사진

브랜드
품목
제품명

뉴트로지나

가르니에

(Neutrogena)

(Garnier)

투인원 페이셜 클렌저

원스텝 페이셜 클렌저

Skin Detox 2 in 1

Biphase Micellar

Purifying Clay Mask

All in one

출처 :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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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리즘, 친환경 화장품 트렌드와도 일맥상통

⦁적은 소비를 지향하는 미니멀리즘 트렌드
● 지속가능한 미니멀리즘

(Sustainable Minimalism)

⦁제로 웨이스트, 클린 뷰티 트렌드와 통합되어 강해질 것
미니멀리즘 트렌드는 더 적게 더 잘 소비하는 ‘책임감 있는 소비’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피해 지구의 자원을 절약하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친환경’ 화장품 트렌드와도 일맥상통한다.
자연을 존중하면서 단순한 아름다움의 일상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생활
방식은 환경친화적이면서 개인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는 소비자는 꼭 필요한 제품만 구매함으로써 소비를
간소화하고, 깨끗한 천연원료로 만들어진 친환경 화장품, 적절한 가격에
거짓 약속 없이 실질적인 효능을 제공하는 합리적인 제품을 선호한다.
포장재를 최소화하면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고체 화장품, 가족 전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제품 등을 사용하며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과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신경 쓴다. 미니멀리즘 소비가 확산되면서
투인원(2-in-1),

원스텝과

같은

복합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활용하고자 노력한다.
지속 가능한 삶의 개념은 이전에도 존재했었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는 이러한 트렌드를 가속했다.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한 삶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고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경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덜 소비하면서 더 건강하게 살고 더 넓은 차원에서는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니멀리즘 트렌드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클린
뷰티 트렌드와 통합되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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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의 5-7단계 스킨케어, 최근 트렌드와 지향점 달라

⦁프랑스 소비자, 아시안 소비자와 비교하면 스킨케어 투자 크지 않아
⦁지나치게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는 사치 이미지 형성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랑스 소비자는 아시안 소비자와 비교하면
스킨케어에 투자가 크지 않고 루틴이 다양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례로
시트 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아시아 소비자들에 비해 프랑스
소비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유럽 브랜드들은 평균적으로 2-3개의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두며
클렌저, 세럼, 아이크림, 페이셜 크림에만 집중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아시아 브랜드들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면서 상품
구성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는 제품별로 세부적으로 목표하는 기능이 확실하고, 더욱 완벽한 피부
관리가 가능하다고 어필할 수는 있으나, 지나치게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는
서유럽 시장에서는 오히려 ‘사치’ 이미지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속 가능한 미니멀리즘과 스킵케어 트렌드를 고려해 기존 K-뷰티의
상징인 5-7단계의 레이어링 스킨케어에서 벗어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품 라인보다는 꼭 필요한 품목 위주로 전략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Expert Interview ]

“프랑스 소비자들은 스킨케어를 할 때 평균적으로 2, 3개의 제품만을
사용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브랜드들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프랑스에서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구성입니다.
물론, 아시아 브랜드들은 5-7단계 스킨케어에 최적화된 제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구성은

서유럽에서

기본적으로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Polina Zhigalkina /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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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의 5-7단계 스킨케어는
스키니멀리즘 및 스킵케어와는 반대되는 트렌드
몇몇 현지 화장품 전문가들은 K-뷰티의 5-7단계 스킨케어 루틴으로 잘
알려있고 시대에 뒤떨어져 미니멀리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브랜드들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심플한 뷰티 루틴을 지향하는 스키니멀리즘(Skinimalism)과 불필요한
스킨케어 단계를 과감히 줄이는 스킵케어(Skipcare)는 여러 단계로 제품을
덧바르는 기존 K-뷰티의 5-7단계 스킨케어와는 다른 개념이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도 미니멀리즘, 스킵케어, 내추럴
컨셉으로 변화하고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무조건 많은 화장품을
바를수록 좋은 것은 아닌, 개인별 피부 상태와 고민에 따라 꼭 필요한
제품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적은 제품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등의 문구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과도하고 복잡한 스킨케어 패턴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주고 민감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일상 속 뷰티 루틴을
합리화하고 단순화하고 최소화함으로써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니멀리즘 트렌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Expert Interview ]

“K-뷰티 스킨케어는 5-7단계 스킨케어 루틴으로 잘 알려졌지만, 나를
비롯한 몇몇 현지 화장품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대에 뒤떨어져 미니멀리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컨셉을
미니멀리즘, 스킵케어, 내추럴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éna El Omari / MiiN Cosmetics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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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해질 '다양성과 포용성'의 소비문화
프랑스 내 개인 다양성 존중에 대한 목소리 커져
미주/유럽이 선도하는 다양성 시장, 한국/일본 브랜드 부진
다양성 표현 부족한 한국 화장품, 색상군 확대는 필수
다인종 국가인 프랑스는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프랑스 내 인종
다양성 이슈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개인의 다양성 존중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양성 트렌드는 미주/유럽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브랜드는
다양성 표현에 있어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50가지 파운데이션 컬러를 선보이며
다양성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펜티 뷰티를 필두로 많은 미주/유럽
브랜드들이 메이크업 제품의 색상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한국/일본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컬러 구성으로 프랑스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부색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다양한 색상군 확대는 필수이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색에 맞는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립스틱,
아이섀도 등 다양한 색조 메이크업 제품군으로 폭넓은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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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증가하는 프랑스 내 다양성

⦁2020년 이민자 비율 약 10.2%, 2011년 대비 약 4.1% 증가
⦁47.5%는 아프리카에서 이주, 이외 유럽(32.2%)/아시아(14.4%) 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국가인 프랑스는 이민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프랑스 내 개인 다양성 존중 이슈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EE)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은 약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대비 약 4.1% 증가한 수치이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출신 대륙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비율이 47.5%로 절반에 가까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유럽이 32.2%, 아시아가 14.4%, 미주,
오세아니아 대륙이 5.8%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흑인부터 백인, 아시아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프랑스의 다양성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으로, 프랑스 시장의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한 포용적인 제품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1] 프랑스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

[그래프 2] 프랑스 거주 이민자 출신 대륙

출처 : INSEE(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 ‘Recensements de la Population et Estimations de Popula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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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 중 57.8%,
다양성 존중은 화장품 시장의 중요 이슈가 될 것에 동의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양성 존중은 화장품 시장 중요 이슈가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8%가 그렇다고 응답해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0, 40대는 각각 51.2%, 51.8%의
응답자가 다양성 존중 이슈는 프랑스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동의를 표한 데 비해, 20대는 57.6%, 10대는 74.7%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10대와 20대의 동의율이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동의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기성세대 대비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다양성 이슈를 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3] 화장품 시장에서 ‘다양성 존중이 더 중요해 질 것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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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반에 부는 성 중립 바람

⦁유럽연합(EU)과 프랑스 교육부 ‘성 중립 언어’ 방침 시행
⦁제카 ‘성별이 없는 메이크업 표방, 수염커버 튜토리얼 공개’

(Correct and Conceal Palette)'
홍보 사진

유럽의회는 2018년, ‘인류(mankind)’ 등과 같이 남성(man)의 뜻이 담긴
용어 대신에 성(性)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유럽의회 사무국은 2018년에 발간한 ‘성 중립 언어’ 안내서에서
이러한 성 중립 언어를 쓰는 목적에 대해 “성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단어
선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교육부 또한 다양성 존중을 위해 성 중립적인 프랑스어 교육

출처 : 제카(Jecca) 홈페이지

방침을 시행하며 성 중립 철자법인 일명, ‘포용적 맞춤법’(Ecriture
inclusive)을 실시한 바 있다. 프랑스어 명사는 성(性)과 수를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남성 명사에 특정 어미를 붙여 여성형으로 만드는데, 포용적
맞춤법은 가운뎃점을 이용해 남성형과 여성형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성 중립 바람은 화장품 문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에 진출한
국 메이크업 브랜드 '제카(Jecca)'는 '메이크업에는 성별이 없다(Makeup
has no Gender)'라는 슬로건과 함게, '코렉트 앤 컨실 팔레트(Correct and
Conceal Palette)'를 피부 잡티 뿐만 아니라 수염 커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자사 제품을 활용한 '수염 커버(Beard
Cover)'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림 1] 제카(Jecca) 수염 커버 메이크업 튜토리얼

출처 : 제카(Jec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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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중심으로 성별 구분 없는 젠더리스 패션 유행
⦁르메르 등 프랑스 컨템포러리 브랜드, 젠더리스 패션 선도

젠더리스 패션 트렌드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패션뿐만
아니라, 화장품, 전자기기 등 모든
산업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젠더리스 트렌드, 화장품 시장에도 시작될 것
성 중립 바람은 언어뿐만 아니라, 패션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패션계는 MZ세대에 힘입어 성 중립, 즉 젠더리스(Genderless)에 가장
빠르게 적응한 산업군이다.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며 특히 성별

새로운 소비층인 MZ세대가
관심을 갖는 만큼 프랑스 시장에

이슈에 민감한 MZ세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경계를

진입하기 위해선, 당연히 반영해야

허문다는 의미를 지닌 젠더리스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하는 트렌드입니다.”
Valentine Petry

프랑스의 컨템포러리 브랜드인 르메르(Lemaire)는 ‘모호함’을 주제로 한

엘르(Elle) 에디터

브랜드로, 현재 젠더리스 패션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미니멀리즘을
반영한 일상복을 지향하여, 독창성과 단순함, 성 중립 트렌드를 찾는
MZ세대의 감성에 잘 맞는다는 평가가 있다.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랑스 브랜드가 이끄는 젠더리스 패션 유행에
대해 언급하며, ‘젠더리스 트렌드가 화장품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확신하였다. 젠더리스 트렌드가 프랑스 소비자,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만큼 화장품 시장 또한 해당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그림 2 르메르(Lemaire) 젠더리스 패션 화보

출처 : 르메르(Lemaire) 2020 S/S 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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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다양성, 포용성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 프랑스 뷰티 데이터 21,76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

강신호

약신호

다양성

인종의

포괄적인

Big Data Analytics : Diversity, Inclusion
빅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의 다양성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강신호로 ‘다양성’, ‘포용적인’, ‘개인화된’, ‘맞춤형의’가 확인되었으며,
약신호로는 ‘인종의’가 감지되었다.

개인화된
맞춤형의
관용

포용적, 개인화, 맞춤형이라는 키워드가 강신호로 감지되면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면서도, 다양한 취향과 특성에 맞춰 보다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제품과 서비스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성 연관 키워드 중에 ‘펜티 뷰티’ 브랜드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를 위한 아름다움(Beauty for All)’이라는 브랜드 모토에
맞춰 다양성과 포용성을 대표하는 뷰티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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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성장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트렌드

⦁프랑스 소비자 중 46.4%,
2022년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 키워드로 선정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화장품 시장의 주요 키워드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6.4%가 ‘다양성과 포용성’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응답해 화장품 시장에서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대가 58.0%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며, 10대는 46.6%, 30대 40.7%, 40대 26.3% 순으로 나타났다.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트렌드에 관한 관심과 영향력은
10-20대 MZ세대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4] 소비자가 생각하는 2022년 프랑스 화장품 시장 트렌드 키워드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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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구매 시 ‘다양한 색상’ 중시

⦁베이스 메이크업 구매 시 고려 요소 중 2위는 색상(51.1%)
프랑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1위는 가격(64.0%), 2위는 색상(51.1%)이라고 응답해
가격과 색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에 대해서는 10대(52.9%), 20대(53.8%), 30대(54.2%) 전반적으로 모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여러 피부색을 고려한 다양한 색상 구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개발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과 색상의 뒤를 이어 브랜드(46.6%), 텍스처(44.9%), 지속력(44.4%),
제형(43.3%)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5]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구매 시 고려 요소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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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 중 67.4%,
베이스 메이크업 구매 시 미주 또는 유럽 브랜드 선호
⦁색상 라인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시아 브랜드 선호도 낮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구매 시 선호하는 지역을 묻는 질문에 67.4%가 미주 또는 유럽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아시아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16.9%를 기록해 프랑스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미주 또는 유럽 브랜드를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보면 10대는 50.0%, 20대는 72.3%, 30대는
72.9%, 40대는 67.7%가 미주 또는 유럽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20-30대의 선호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대는 아시아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23.5%를 기록해 기성세대 대비 아시아
브랜드에 대해 좀 더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그래프 6]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구매 시 선호 브랜드 국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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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트렌드, 미주 또는 유럽 브랜드가 선도 중

주요 미주/유럽 브랜드

‘다양성’ 트렌드는 미주 또는 유럽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시아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펜티 뷰티
(Fenty Beauty)

프랑스 현지 매장에서 매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펜티 뷰티를 필두로 미주
또는 유럽 브랜드들은 다양한 컬러 구성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진열해

레어 뷰티

판매하고 있었다. 펜티 뷰티(Fenty Beauty)는 “모든 피부색의 여성”에게

(Rare Beauty)

적합한 화장품을 선보이겠다는 모토를 바탕으로 모든 피부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려 50가지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선보였다. 이는 경쟁 브랜드들이
메이크업 제품의 색상 범위를 넓히는 일명, ‘펜티 이펙트(Fenty Effect)’로
이어지고 있다.

메이크업 포에버
(Makeup Forever)

미국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Selena Gomez)가 2020년 9월 자신의 음반
이름인 <Rare>를 따서 만든 메이크업 브랜드 ‘레어 뷰티(Rare Beauty)’도
48가지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판매 중이다.
반면, 아시아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컬러 구성으로 다양성 트렌드
대응에 부진한 모습이다. 시세이도의 경우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16가지
컬러, 콤팩트 파운데이션은 5가지 컬러를 판매 중으로, 프랑스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부색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표 1] 프랑스 현지 매장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사진

펜티 뷰티 (Fenty Beauty)

레어 뷰티 (Rare Beauty)

시세이도 (Shiseido)

미국

미국

일본

Liquid Touch

Compact Foundation UV Protection

제품 당 30개 색상 출시

제품 당 4-12개 색상 출시

브랜드

제품명
색상 수

Pro Filt'r Soft Matte
Longwear Foundation
제품 당 40-50개 색상 출시

출처 :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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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의 대표주자, 펜티뷰티(Fenty Beauty)

⦁모두를 위한 아름다움, 다양성의 브랜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2017년에 팝스타 리한나(Rihanna)와 LVMH 그룹의 자회사인 인큐베이터
켄도의 합작으로 탄생한 펜티뷰티(Fenty Beauty)는 다양성을 상징하는
브랜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모두를 위한 아름다움(Beauty for
All)’을 모토로 내걸고 문화, 스타일과 상관없이 전 세계의 모든 여성을
위한 메이크업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다양한 피부색에 어울리는 폭넓은 색상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출시 초기에 40가지
컬러로 시작해 현재는 50가지로 확장되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당시 40가지 컬러로 출시한 파운데이션을 “모든 이들의 피부색을 위한
화장품”이라고 평가하며 ‘2017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리한나는 “전 세계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뷰티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피부 색조, 문화,
스타일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존중하는 자랑스러운 존재로
느꼈으면 한다”고 브랜드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철학을 전했다.

[그림 3 펜티 뷰티의 50가지 파운데이션 컬러를 표현한 모델 이미지
ㅡ

출처 : 씽크 위드 구글(Think with Google), ‘How Rihanna’s Fenty Beauty delivered ‘Beauty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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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티뷰티 구매 이유는 브랜딩, 다양한 색상, 프로모션/마케팅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펜티뷰티 제품을 구매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40.0%의 응답자가 브랜딩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다양한 색상(39.2%), 프로모션/마케팅(36.7%), 신뢰도(3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프랑스 소비자들은 펜티 뷰티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철
학과 이를 실천하는 활동에 호감을 보이며, 제품의 다양한 색상 구성도 중
요한 구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보면 10대와 20대의 각각 58.8%, 53.2%가
브랜딩 때문에 구매한다고 응답했으며, 10대의 41.2%, 20대의 48.9%가
다양한 색상도 주요 구매 이유로 꼽아 10대와 20대 MZ세대에서 다양성에
대한 가치는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7] 펜티뷰티 구매 이유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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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다양성이 부족한 한국과 일본 메이크업 제품

⦁2-3개 색상으로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피부색을 포용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포용적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뷰티
산업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프랑스는 현재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펜티 뷰티를 필두로 시작된
다양성 트렌드는 다른 브랜드들로 확장되며 관련 시장이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과 일본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은 아시아 여성의
피부색에 맞춰 2-3가지 색상만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인종과 피부 색조를
가진 프랑스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는 2-3가지 색상의 파운데이션으로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피부색을 모두 포용할 수 없으며, 다양한 피부색을 커버하기
위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프랑스 소비자들은
인종과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메이크업 브랜드를 선호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Expert Interview ]

“포용적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뷰티 산업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종이 함께 사는 프랑스가 현재
다양성과 포용성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40가지 컬러 이상을
제공하는 펜티 뷰티의 영향으로 뷰티 시장에서 이러한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몇몇 다른 브랜드들도 같은 모토를 내걸고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는 2-3가지 색상만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다양한 피부색을 커버하기 위해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소비자들은 인종,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한 메이크업 브랜드를 선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diti Parashar / L'Oréal Luxe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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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도 차이는 없다, 젠더리스 화장품 수요 증가

⦁프랑스 소비자 중 52.6%,
젠더리스(Genderless)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에 동의
⦁펜티뷰티, 포용성을 넘어 젠더리스 트렌드에도 진출
다양성 트렌드는 남녀의 경계와 고정관념을 깨는 젠더리스 트렌드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2.6%가 화장품 산업은 젠더리스(Genderless)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에 동의하며 앞으로 화장품 산업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양성 트렌드의 대표주자 펜티 뷰티는 포용성을 넘어 젠더리스 트렌드에도
진출하며 아름다움에는 성별이 없다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새롭게
출시된 아이 메이크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완벽하게 눈 화장을 한 남성
모델을 선보인 바 있으며, 검은 색의 립스틱이 출시되었을 당시에는
남성들이 화려하게 립 메이크업을 한 모습들을 보여줬다. 메이크업 제품의
성공에 힘입어 2020년에는 스킨케어 카테고리로 확장해 펜티 스킨(Fenty
Skin) 제품을 출시하며 여성과 남성의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
중립적인 제품을 표방하고 있다.

[그래프 8] 화장품 시장에서 ‘젠더리스 이슈가 더 중요해 질 것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174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

● 레피니티브 D&I 지수 Top 10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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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 중심으로 다양성, 포용성 관련 브랜딩 증가

⦁로레알, 레피니티브(Refinitiv)의 2020년 D&I 지수 6위 선정
⦁유니레버, 화장품 포장 및 광고에서 ‘노멀(Normal)’ 키워드 삭제할 것

블랙락
(BlackRock, Inc.)

나뚜라앤코
(Natura & Co Holding SA)

액센츄어

글로벌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 포용성 관련 브랜딩이 증가하고 있다.
로레알은 글로벌 금융정보서비스업체 레피니티브(Refinitiv)의 2020년

(Accenture Plc)

‘글로벌 다양성·포용성 지수(Global Diversity & Inclusion Index)'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평가에서 6위에 선정된 바 있다. 레피니티브사는 전 세계 9,000개 이상의

(Royal Bank of Canada)

인디텍스
(Industriade Diseno Textil SA)

로레알
(L'Oréal SA)

알리안츠
(Allianz SE)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다양성 및 포용성 기준을 평가해 상위 100대
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로레알 측은 “지난 15년간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라며 “다양성과 포용성은 기업
성공과 혁신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텔레콤 이탈리아
(TelecomItalia SpA)

노바티스
(Novartis AG)

뱅크 오브 노바 스코티아
(Bank of Nova Scotia)

한편, 유니레버는 2023년까지 화장품 패키지 포장의 제품 설명이나
광고에서 ‘보통의’ 또는 ‘정상’이라는 의미가 있는 ‘노멀(Normal)’ 표현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유니레버가 전 세계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노멀’이라는 표현에 소외감을
느낀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10명 중 7명은 ‘노멀’이라는 단어가 제품
패키지나 광고에 적힌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유니레버는 더욱 포용적인 아름다움을 지지하고 ‘포지티브 뷰티(긍정
뷰티)’를 추구하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화장품 200개 품목에서
‘Normal’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림 4 유니레버의 포지티브 뷰티 캠페인 이미지

출처 : 유니레버(Unilever) 홈페이지 (unil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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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포용성 없는 뷰티는 살아남을 수 없다

⦁프랑스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이 내년의 화장품 트렌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며, 이러한
트렌드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자 필수적인 기본
요소라고 응답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브랜드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앞으로 브랜드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유럽은 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이제 트렌드를 넘어 사회적 변화로서 더욱 가속화되고
확대되고 있으며, 화장품 기업은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시에 다양한 피부 색조와 피부 타입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pert Interview ]

“뷰티 산업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은 이제 기본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갖추지 않는 것은 브랜드에 큰 부정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Aditi Parashar / L'Oréal Luxe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특히 유럽은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양성과 포용성은
화장품 트렌드에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는 트렌드가
아닌 사회적 변화로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범주에서 다양한 피부 색조와 피부 타입을
고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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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 중 74.2%,
‘한국 화장품은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다’에 동의
화장품 산업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데 반해
한국 화장품은 아직 이에 대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2%가
한국 화장품은 피부색과 성별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85.1%가 동의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30대 74.3%, 10대 64.7%, 40대 57.1% 순으로 응답했다.
20-30대들이 한국 화장품의 다양성 표현 부족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뷰티 산업의 핵심 타겟인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프 9] ‘한국 화장품은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다’에 대한 동의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2022년 증가 키워드로 다양성/포용성/관용/젠더리스 키워드를 TOP4로 선택한 120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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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부정적 후기 다수 ‘색상 너무 적다’

“제품은 좋지만 내 피부는 밝은

한국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프랑스 소비자들의 부정적 후기 중에

편이라 다른 제품으로 덧발라야

다수는 색상이 너무 적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의 에르보리앙(erborian) 비비

한다. 에르보리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크림은 클리어(Clear), 카라멜(Caramel), 골든(Golden) 3가지 색상을 판매

(Mad***)

중으로 세포라 프랑스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후기 중에는 커버력과

“커버력은 괜찮은데 색상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피부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본인의 피부톤에 맞지 않고 부족한
색상 구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다.

색조가 3가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색상을
제공해야 한다.”
(Mau****)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은 커버력 및 텍스처, 사용감뿐만 아니라 색상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프랑스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부 색조를 고려하지
않은 제한적인 색상 구성은 제품에 대한 만족도와 브랜드 이미지에

출처 : 세포라 프랑스(Sephora.fr),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에르보리앙(Erborian)
Ginseng BB Cream 소비자 후기

유럽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기존에 아시아 여성들의 일반적인
피부색만을 고려한 2-3가지 색상 구성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고 다양한
피부색을 고려한 제품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5 에르보리앙(erborian) 비비 크림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출처 : 세포라 프랑스(Sephora.fr) 온라인 쇼핑몰 (sephor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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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한 제품군 확장 필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위주 시장 진출
다양한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 확대 필요
프랑스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한 제품군의
보강과 확장이 필요하다.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는 베이스 메이크업의
다양한 색상군 확대는 필수 요소로 꼽았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현재
파운데이션, 컨실러 등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위주로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색상 구성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색에 맞는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레어 뷰티(Rare Beauty)는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인종의 모델 이미지를
보여주며 본인의 피부 색조와 가장 가까운 모델을 선택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색상의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Expert Interview ]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다양한 색상은 가장 중요합니다. 흑인, 아랍인,
아시아인 모델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레어 뷰티’(Rare Beauty)는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과 특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그림 6 레어 뷰티(Rare Beauty)의 자신의 피부 색조에 맞는 색상 찾기 가이드

출처 : 레어 뷰티(Rare Beauty) 홈페이지 (rarebeau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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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이 반영된 제품군,
‘아이섀도, 립스틱 등 다양한 품목으로도 확대되어야할 것’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다양성과 포용성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나아가 제품군을 확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부색에 따라 어울리는 립, 아이 메이크업 컬러도 달라지기 때문에
파운데이션뿐만 아니라 립스틱, 아이섀도 등 다양한 색조 메이크업
제품군으로의 확대도 필요하다.
다양성을 고려한 색조 메이크업 제품으로는 어두운 피부의 소비자에게
어울리는 색상의 립스틱과 립펜슬을 판매하고 있는 프랑스 립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멜라씨(Melayci)를

주목했다.

그동안

뷰티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두운 피부의 소비자를 위한 제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2019년에 출시된 멜라씨(Melayci)는 흑인, 메스티소(중남미
원주민과 백인과의 혼혈) 등 프랑스와 전 세계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소비자를 위한 립 컬러 제품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화장품 산업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트렌드에 대한 대응은 파운데이션 등
베이스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또는 다양한 색조
메이크업 제품으로 더욱 폭넓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pert Interview ]

“파운데이션은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가장 쉬운 제품 카테고리이지만,
피부색에 따라 어울리는 컬러도 달라지기 때문에 더 폭넓게 색조
메이크업의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Aditi Parashar / L'Oréal Luxe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모든 피부 타입에 맞는 파운데이션, 립스틱, 컨실러가 갖춰져야 합니다.
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멜라씨(Melayci)’에서 선보이는 어두운 피부의
소비자를 위한 립 컬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Valentine Petry / Elle 에디터

“파운데이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과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인기가 있는 컨투어링 파우더나 스틱, 자연
유래 클린 처방에 백탁 현상이 없는 자외선 차단제, 강렬한 색소의
아이섀도 제품을 추천합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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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9

윤리의 시대, 화장품도 피할 수 없어
동물실험 금지에서 시작된 프랑스 내 윤리 소비 트렌드
슬로건·캠페인·포장 디자인 위주로, 윤리 마케팅 전략 필요
동물보호법을 꾸준히 발전시키며 동물의 감성권리까지 보호하는 동물복지
국가로 발전한 프랑스에서 소비자의 51.0%가 가장 중요한 화장품 클레임을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로 꼽으며 비동물실험이 중요한 구매 요인이자
2022년 화장품 시장의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다.
뷰티 업계의 화두였던 ‘클린 뷰티(Clean Beauty)’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윤리적 뷰티(Ethical Beauty)’로 진화하며 그 인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실험 금지에서 시작된 프랑스 내 윤리 소비 트렌드는 친환경과 비건, 공정
거래 등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윤리 개념은 화장품 산업에서도 브랜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크루얼티 프리, 비건, 공정 무역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
라벨을 취득해 제품 포장 디자인에 적용하고 관련 슬로건과 캠페인을 활용한
‘윤리 마케팅 전략’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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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퍼지는 ‘윤리 소비’ 트렌드

⦁ 2013년 유럽연합(EU) 동물실험 화장품 전면 판매 금지 발표
⦁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에 어떠한 예외도 없다” 선언
2013년 3월 11일, 유럽연합(EU)은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와 함께
동물실험을 거친 완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은 2004년부터 완성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해왔으며, 2009년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하였으며 2013년 이후 관련 화장품 판매가 금지되었다.
유럽연합 최고 사법 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권역 내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유럽연합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의 법은 동물에게 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 제품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실험 자체가
어느 국가, 어디에서 진행되었던 유럽 내에는 판매할 수 없다.”라면서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림 1] 유럽연합 동물실험 금지 추진 단계

출처 : EU Regulation 1223/2009/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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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023년까지 전 세계 동물실험 화장품 금지해야
⦁미국에서는 7개 주 동물실험 금지… ‘전역으로 확대할 것’
2018년 유럽연합(EU)에서는 2023년까지 전 세계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의회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선
유럽연합 차원의 외교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네바다, 일리노이, 버지니아, 메릴랜드,
메인, 하와이 7개 주가 동물실험 금지에 동참했으며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오리건, 뉴욕 등 추가 주에서도 동물실험 금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의 동물실험 금지 추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화장품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동물실험 금지 국가 현황

출처 :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홈페이지(hsi.org)

183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 가장 중요한 화장품 클레임

클레임 종류
크루얼티 프리
(Cruelty-Free)

비건
(Vegan Only)

파라벤 프리
(Paraben-Free)

응답률
44%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프랑스, 동물의 감성권까지 보호하는 동물복지 국가로 발전
⦁소비자 중 44.0%, 가장 중요한 화장품 문구로 크루얼티 프리 뽑아
1978년 10월 15일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가 “동물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며 동물 권리선언을 공표한 날이다. 이날을 계기로 동물도

40%

생명체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명윤리 정신이
프랑스와 영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했다.

38%

출처 : 글로벌 데이터(GlobalData),
‘Exploring Clean beauty,
Trends in Beauty lanscape’, 2020

동물보호법을 꾸준히 발전시켜온 프랑스는 2015년, 동물을 더 이상 ‘이동
가능한 재산’이 아닌 ‘감성을 지닌 생명체’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하며 세계 최초로 동물의 감성권리까지 법률로 보장하는 동물복지
국가로 발전했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랑스인들은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며 그들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언급하며,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동물실험을 하는 제품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문조사 기관 글로벌 데이터(GlobalData)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프랑스 소비자의 44.0%가 가장 중요한 화장품 클레임으로 크루얼티 프리를
꼽아 프랑스인들의 남다른 동물보호 의식을 볼 수 있다.

[Expert Interview ]

“프랑스에는 ‘동물복지와 권리’라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며 그들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크루얼티 프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제품 또는 활동에 부여되는 라벨입니다. 동물실험을 하는 제품들은 수
많은 동물들을 죽이기 때문에 크루얼티 프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Blossier Justine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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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프랑스 공정 거래 시장 연간 평균 20.3% 성장
⦁프랑스 소비자 선호 공정 거래 품목 Top 2,

선호 품목

응답률

식료품

67%

식료품과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제품

뷰티 및 퍼스널 케어

42%

프랑스 공정 거래 협회(Commerce Equitable France)에서 발표한 2020년

생활용품

36%

의류 및 섬유

27%

규모로, 이는 2019년 대비 약 12.6% 성장한 수치이다. 관련 시장은

가구 및 인테리어

10%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0.3% 성장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전자제품

6%

프랑스 공정 무역 소비 현황을 파악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 내
공정 거래 라벨 제품의 매출액은 약 18억 2,700만 유로(2조 5,000억 원)

보인다.
출처 : Max Havelaar,
'Baromètre Max Havelaar De La
Transition Alimentaire', 2020

한편, 프랑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공정 거래 품목 Top 2로 식료품(67%)과
뷰티 및 퍼스널 케어(42%)가 선정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수요가 줄어들었음에도, ‘공정 거래’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프 1] 2011-2020년 프랑스 공정 거래 시장 현황

출처 : 프랑스 공정 거래 협회(Commerce Equitable France), 'Marche du commerce equitable en Fran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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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윤리 소비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 프랑스 뷰티 데이터 21,76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

강신호

약신호

윤리의

공정 거래

동물실험 하지
않은

Big Data Analytics : Ethical Consumption
빅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의 윤리 소비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강신호로 ‘윤리의’, ‘동물실험 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크루얼티 프리’가
확인되었으며, 약신호로는 ‘공정 거래’가 감지되었다.

지속가능성
크루얼티 프리

크루얼티 프리 및 세계 최대 동물보호단체인 PETA의 동물실험반대 인증
등 동물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가 확인되면서 프랑스 내 윤리 소비
트렌드는 동물실험 금지를 주축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는 ‘공정 거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프랑스
소비자들의 공정 거래 라벨 제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윤리 소비 연관 키워드 중에
‘지속가능성’과 ‘책임 있는’ 키워드의 빈도(점유율)가 높게 나타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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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장품 트렌드는 ‘윤리 개념’이 선도할 것

⦁2022년의 화장품 트렌드 키워드 1위 ‘비동물실험’(20.5%)
⦁Top5 키워드 중 3건은 ‘윤리 소비’ 관련 키워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프랑스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키워드 1순위를 묻는
질문에 20.5%의 응답자가 ‘비동물실험’을 1순위로 꼽았다.
연령대별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10대가 21.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20대 21.6%, 40대 21.0%, 30대 18.2% 순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비동물실험 트렌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트렌드 키워드 Top 5중에 3건이 ‘윤리 소비’와 관련된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비건’이 4위, ‘공정 거래’가 5위를 차지했다.
비동물실험 및 공정 거래 등 윤리 소비는 2022년 프랑스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트렌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프 3] 소비자가 생각하는 2022년 프랑스 화장품 시장 트렌드 키워드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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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식품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윤리 소비 품목
⦁프랑스 소비자 중 70.0%, 내년 가장 중요한 화장품 트렌드는 윤리
프랑스 소비자들의 상품 카테고리별 윤리 소비 중요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화장품은 42.0%의 비중을 차지하며 식품(79.0%)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윤리 소비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따르면 동물실험 금지, 공정 거래 등 윤리 소비가 2022년 화장품 시장의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70.0%가
그렇다고 동의를 표해 윤리 소비는 2022년 가장 중요한 화장품 트렌드 중
하나로 대두될 전망이다.

[표 1] 프랑스 소비자들의 상품 카테고리별 윤리 소비 중요도
중요도 순위

품목

중요도(%)

1

식품

79%

2

화장품

42%

3

생활용품

36%

4

의류 및 섬유

27%

5

가구 및 인테리어

10%

6

장난감

9%

7

전자기기

6%

8

문구류

5%

9

보석류

3%

10

해당 없음

8%

출처 : Max Havelaar; OpinionWay, 'Baromètre Max Havelaar de la transition alimentair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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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착한 화장품

⦁소비자 중 61.2%.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구매 경험 있음
⦁크루얼티 프리 사용 소비자 중 73.6%, 동물보호를 위해 사용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2%가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을 알고 있으며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내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를 위해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이 늘어나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73.6%가 그렇다고
동의를 표해, 동물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유경험자들의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40대의 84.4%가 동물보호를 위해 크루얼티 화장품이 늘어나야 한다고
답하며 가장 높은 동의률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10대가 81.8%, 30대
71.6%, 20대 63.9% 순으로 동의를 표해, 40대와 10대에서 특히 동물보호
및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에 관한 관심이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래프 4]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구매 경험 및 목적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구매 유경험 소비자 257명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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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 66.9%, 크루얼티 프리·비건·공정 거래 라벨 여부 확인
⦁PETA프랑스, 여전히 동물실험을 하는 화장품 브랜드 목록 공개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구매 시 ‘크루얼티 프리’, ‘비건’,
‘공정 거래’ 항목을 확인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66.9%가 그렇다고
답해 10명 중 6명 이상은 관련 라벨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크루얼티 프리에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도
동물실험을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 상황으로,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출처 : 동물보호단체 PETA 홈페이지
(peta.org)

PETA는 ‘여전히’ 동물실험을 하는 화장품 브랜드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에스티로더를 비롯해 클리니크, 메이블린, 메이크업 포에버,
나스, 베네피트 등 유명 브랜드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자국 내에서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내에서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브랜드가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PETA 측에서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PETA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볼 것을 조언했다.

[그래프 5] 화장품 구매 시 ‘크루얼티 프리’, ‘비건’, ‘공정 거래’ 라벨 확인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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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거래 트렌드, 식품·패션에서 뷰티 산업으로 확장될 것
⦁소비자 중 85.2%,
화장품 산업도 공정 거래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
현지 뷰티 전문가에 의하면 앞으로 프랑스 시장에서 동물실험 금지뿐만
아니라 공정 거래, 비건 등의 이슈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대중들이 공정 거래, 비건, 윤리 소비와 관련해서 점점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정 거래는 그동안 패션산업에서 매우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크루얼티프리 화장품 사용경험자
25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던 데 비해 화장품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몇 년 안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화장품 산업이 공정 거래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85.2%가 동의를 표해 10명 중 8명이 공정 거래 트렌드 반영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온 공정 거래 트렌드는 앞으로
뷰티 산업으로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Expert Interview ]

“유럽연합(EU)이 10년 이상 동물실험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비동물실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 거래,

비건,

윤리 소비와

관련해서도 프랑스 대중들이 점점 더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패션산업에서 공정 거래가 매우 중요했지만,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안에 바뀔 거로
생각합니다.”
Polina Zhigalkina /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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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에서 확장된 윤리 소비, 스킨케어 제품에도 영향

⦁윤리 소비, 메이크업 제품에서 스킨케어 제품에 시장성 높아질 것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윤리 소비’ 트렌드에서 어떤 제품 카테

“스킨케어 제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존 메이크업 브랜드들이 강조하던

고리가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62.1%의

윤리 개념이 스킨케어 제품에도

소비자가 스킨케어 제품군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메이크업에서 시작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윤리소비가 이제는 스킨케어 분야에서 더 중시되고 있는 모습으로 분석된다.

Valentine Petry
엘르(Elle) 에디터

윤리 소비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선호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묻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크림(57.9%)과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품목인
스킨/토너(38.3%) 간의 선호도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 소비와 관련하여 특정 스킨케어 제품군에 대한 선호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스킨케어 카테고리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리 소비’ 개념이 기존에는 메이크업 제품에서 강세였으나, 최근
메이크업 제품 소비가 줄고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윤리
소비’ 트렌드도 스킨케어 제품으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6] 윤리 소비 트렌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카테고리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윤리 소비 트렌드가 스킨케어 제품군에서 우세하다‘라고 응답한 소비자 261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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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필유니크 제품 속성 필터

번호

제품 속성
알코올 프리

1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프랑스에서 ‘착한 화장품’은 어떻게 판매될까?

⦁프랑스 필유니크, 공정 무역·비건 제품 속성 필터 개설
⦁드망뷰티 & 아카네, 크루얼티 프리·비건·공정무역 인증 표기

(Alcohol Free)

공정 거래

2

온라인 뷰티 쇼핑몰 필유니크((Feelunique)는 쇼핑몰 내 상품 페이지에

(Fair Trade)

인공향료 프리

3

‘공정 무역’, ‘비건’ 제품 관련 기준을 개설했다.

(Fragrance Free)

할랄 인증

4

(Halal Certified)

저자극성

5

(Hypoallergenic)

미네랄 오일 프리

6

(Mineral Oil Free)

모공을 막지 않는

7

알코올 프리, 인공향료 프리, 미네랄 오일 프리, 파라벤 프리 등 유해성분
무첨가 여부를 비롯해 공정 거래, 비건, 유기농 등 14가지의 제품 속성
필터를 운영하며 보다 상세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윤리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다.

(Non Comedogenic)

견과류 프리

8

(Nut Free)

오일 프리

9

(Oil Free)

유기농

10

(Organic)

파라벤 프리

11

(Paraben Free)

12

SPF
황산염 프리

13

(Sulphate Free)

비건

14

(Vegan)

출처 : 필유니크(feelunique) 홈페이지
(fr.feelunique.com)

모노프리(Monoprix)에 입점된 드망 뷰티(Demain Beauty)와 아카네(Akane)는
매대에 ‘크루얼티 프리’ 및 ‘비건’, ‘공정 무역’ 인증 라벨을 표기한 팝업
홍보물을 부착해 홍보하고 있다.
프랑스 코스메틱&뷰티 서플리먼트 브랜드 드망 뷰티는 크루얼티 프리 및
비건 인증을 비롯해 공정 무역, 에코서트 코스모스 오가닉(Ecocert
Cosmos Organic)인증 라벨을 온라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 매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출한다. 프랑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아카네(Akane)
역시 매장 매대와 온라인 홈페이지에 크루얼티 프리 및 재활용,
코스메비오(Cosmebio) 유기농 인증 라벨 등을 표기하고 있다.

[표 2] 모노프리(Monoprix) 내 판매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매대
구분

1

2

브랜드

드망 뷰티(Demain Beauty)

아카네(Akane)

크루얼티 프리 & 비건 / 공정 무역

비동물실험

모노프리
(Monoprix)
매대

인증 및 라벨

출처 :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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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라, ‘Good For’ 캠페인 내 비건 케어 페이지 별도 운영
Good For 팝업 매대, 씨바이타르트 등 관련 제품 진열
프랑스 세포라는 ‘Good For’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쇼핑몰 내 ‘Soin
Vegan(비건 케어)’ 페이지를 별도 운영하며 동물 유래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비건 친화적인(Vegan Friendly) 제품들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Good For Vegan’ 라벨을 부착해 인증한다.
세포라의 경우 ‘Good For’ 캠페인을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별도의 팝업 매대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윤리 소비’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매장 내에 씨 바이 타르트(Sea by Tarte) 및 글로위시(Glowish), 세포라
컬렉션(Sephora Collection) 등 ‘Good For’ 캠페인 관련 제품들을 진열해
홍보하고 있으며, 제품 옆에는 ‘Good For Vegan’ 라벨 POP를 함께
설치해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표 3] 세포라에 입점한 ‘씨 바이 타르트’(Sea by Tarte) 매대 이미지
구분

내용

매대 사진

브랜드
유형

씨 바이 타르트 (Sea by Tarte)
메이크업 및 스킨케어
(마스카라, 립글로스, 립밤, 블러셔, 브론저, 세럼 등)

출처 :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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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전망

▶

● 크루얼티 프리 인증 화장품

⦁크루얼티 프리 구매자 중 67.7%, 더 높은 가격 지불 의사 有

구매시, 높은 가격 지불 의사 여부

윤리 개념, 이제는 마케팅의 일환

⦁프랑스 소비자에게 윤리개념은 이제 구매개념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 중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7.7%의
응답자가 ‘크루얼티 프리’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소비자들은 윤리적인 제품을 일반 제품 대비 더 높은 가격을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크루얼티프리 화장품 사용경험자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5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지 뷰티 전문가는 윤리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다수의
프랑스 사람들이 윤리적인 삶의 방식에 눈을 돌리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프랑스 소비자들이 윤리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윤리 소비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과 함께 윤리 개념을 구매하는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윤리 개념은 이제 마케팅의 일환이 되고 있으며, 록시땅과 같은 기업은
윤리 마케팅을 고객과의 신뢰감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Expert Interview ]

“크루얼티 프리 등 윤리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프랑스 사람들이 기후변화, 과잉소비, 동물 학대로 인해 윤리적인 삶의
방식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확실히 더욱 발전하고 확대될
것입니다.
윤리적인 화장품을 구매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러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윤리 개념을 구매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윤리 마케팅’의
일환이며, 록시땅과 같은 기업은 윤리 마케팅을 고객의 신뢰감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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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소비 개념, 친환경-지속가능성으로 확장될 것
⦁러쉬(Lush), 친환경부터 비동물실험까지 통합 브랜딩
‘윤리적 뷰티(Ethical Beauty)’의 인기가 증가하며, 윤리 개념은 브랜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과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소비를 하는 ‘그린 컨슈머(Green Consumer)’가 늘면서
윤리 소비의 개념은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과도한 소비 지향적 제품 판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해가고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최소화하면서 윤리 경영을
시행할 때, 소비자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신뢰감을 쌓아나갈 수 있다.
영국 핸드메이드 화장품 브랜드 러쉬(Lush)는 친환경부터 비동물실험까지
아우르는 통합 윤리 브랜딩을 시행하고 있다.
러쉬는 모든 제품에 식물성 원료와 비동물실험 재료만을 사용하며, 완제품
역시 동물실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을 없앤 고체
형태의 제품을 선보이며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 거래,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기업의 윤리와
신념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환경 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동물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전과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그림 3] 러쉬(Lush)의 통합 윤리 브랜딩

출처 : 러쉬(Lush) 프랑스 홈페이지 (fr.lu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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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캠페인과 착한 포장이 필요한 시점

⦁제품의 윤리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건 ‘포장과 슬로건’
⦁세포라의 Good For, 포장만 봐도 비건 화장품으로 인지 가능
제품의 윤리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는 ‘제품 포장’과 ‘슬로건’이다.

세포라 컬렉션 (Sephora Collection)
하이드레이팅 헤어 마스크

현지 뷰티 전문가에 의하면 제품 포장이 녹색일 경우에는 윤리적인 제품
라벨이 더욱 눈에 띄며, 현지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라벨을
가장 먼저 살펴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업의 윤리적인 철학과 약속을 보여주는 마케팅 메시지와 슬로건

유스 투 더 피플
(Youth to the People)
슈퍼푸드 클렌저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세포라 온라인 쇼핑몰 내에는 ‘Good For’ 캠페인의 목적으로
동물유래 원료를 함유하지 않은 비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Good For
Vegan’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

렌(Ren)
매티파잉 페이스 선스크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세포라 컬렉션의 하이드레이팅 헤어 마스크, 유스 투
더 피플의 슈퍼푸드 클렌저, 렌의 매티파잉 페이스 선스크린, 이니스프리의
그린티 씨드 크림 등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포장만 봐도 친환경적이고
비건 처방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재와 컬러를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이니스프리(innisfree)
그린티 씨드 크림

가시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출처 : 프랑스 세포라 온라인 쇼핑몰
(sephora.fr)

[Expert Interview ]

“제품 포장이 녹색일 경우에는 윤리적인 제품 라벨이 매우 중요하게
연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장 먼저 포장의 라벨을 살펴본다. 포장은 관련 라벨을 보여주는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글로벌한 시각과 약속을 보여주는 마케팅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Aditi Parashar / L'ORÉAL Luxe 디지털 프로젝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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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 공정 거래 강조한 캠페인과 포장 디자인 활용
프랑스 자연주의 브랜드 록시땅(L'Occitane)은 윤리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공정 거래’를 강조한 캠페인과 제품의
포장 디자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76년 브랜드가 탄생한 이래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Provence) 지역의
자원 개발을 비롯해 라벤더 오일, 아몬드 오일, 시어버터 등 천연원료의

출처 : 프랑스 록시땅(L’Occitane) 홈페이지
(fr.loccitane.com)

지속 가능한 공급에 힘쓰고 있다.
생산자와 100% 직접거래하는 공정 거래 협약을 체결해 지역 발전을
도우며, 대표 제품인 시어버터 패키지에는 ‘유기농 인증 및 공정 거래
승인(Organic Certified & Fair Trade Approved)’ 문구를 표기하였다.
또한, 공병 수거 캠페인을 진행해 수거된 공병을 100% 재활용하고, 에코
리필제품과 포장재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률 감소를 실천하며
소비자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그림 4] 록시땅 제품에 사용되는 공정 거래 천연원료 이미지

출처 : 록시땅(L'Occitane) 홈페이지(fr.loccita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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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 적극적인 인증 취득과 라벨 표기 필요

발행처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랑스 시장에서 많은 브랜드와 기업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명을 담은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리핑 버니
(Leaping
Bunny)

비건
(Vegan)

화장품
소비자
정보연합
(CCIC)

말하며 한국 화장품 역시 이에 대한 대응, 즉 ‘윤리 마케팅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리 마케팅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크루얼티 프리, 비건, 공정 무역 등

영국
비건 협회
(The Vegan
Society)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 라벨을 취득하여 포장 디자인에 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제품 포장에 적절하게 표기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이를 취득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공정 무역
(Fair Trade)

국제
공정 무역기구
(Fair Trade
International)

하지만, 공식 인증이 아니더라도 자사만의 기준을 충족한 라벨 또는
클레임을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pert Interview ]

“오늘날 출시하는 작은 브랜드들 100%가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 사명’이라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회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프랑스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면 동물실험에 관해
물을 것이고, 이에 대해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Valentine Petry / Elle 에디터

“소규모 브랜드들의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는 것이 큰 투자를 요하는
것입니다. ‘지오가닉(Georganic)’이라는 브랜드 또한 소규모 브랜드로,
완제품에 대한 인증마크는 사정상 취득하지 못하였지만, 클린 브랜드로
홍보를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원료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고, 소비자들은 이들의 클레임을 믿고 해당 브랜드를
‘착한 브랜드’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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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0

블루라이트 스킨케어, 성장할까?
블루라이트의 유해성 연구 활발, 관련 화장품 시장 성장할 것
광노화 현상, 선스크린과 스킨케어 제품으로 예방
블루오션인 블루라이트 화장품 시장, 한국 기업 진출 전망 밝아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늘고 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색소침착 등
피부 노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블루라이트 관련 화장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소비자 중 58.3%는 블루라이트, 자외선 등 빛 노출에 의한 피부 노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스크린과 페이셜 크림 등 스킨케어
제품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더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라이트 화장품 시장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신기술의
일종으로 향후 성장세가 예상되는 ‘블루오션’이다. 새로운 기술과 성분을 빠르게
개발, 적용하여 블루라이트 차단이 포함된 다기능 선스크린 또는 기존에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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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와 피부 노화, 코로나 19로 관심 증가

⦁가시광선의 한 종류 블루라이트, 색소침착 등 피부 노화 야기
⦁재택근무 및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블루라이트 주목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늘고 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색소침착 등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되며
뷰티 업계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블루라이트, 일명 청색광은 ‘고에너지 가시광선’이라 불리는 파란색과
보라색의 380-500nm(나노미터) 수준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으로, 가시광선
중 가장 파장이 짧고 강한 에너지를 지닌 청색광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색소침착을 일으키며 기미와 잡티, 칙칙한 피부를 만든다.
블루라이트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자외선처럼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간과하기 쉽고 피부에 알게 모르게 서서히 색소침착을 심화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전자기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블루라이트

파장은

450-456nm로, 456nm의 블루라이트에 피부가 노출됐을 때 색소침착이
발생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피부는 수면 중에 재생하고 회복을 하는데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각성
상태를 만들어 숙면을 방해해 노화를 심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잠들기 직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피부 장벽 회복, 피부 온도 조절, 모발 성장 등에 관여하는 멜라토닌의
생성 시기를 늦추고, 발생 시간을 짧게 만들어 피부의 재생을 방해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이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쓰면서 미간 주름이 생기고
눈 주변 근육 운동이 적어지면서 눈가 피부가 늘어지고 칙칙해진다.
블루라이트가 무조건 피부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의 색소침착과 노화, 피부 장벽 손상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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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BI, 블루라이트 피부 관련 논문 수 발행량 급증
⦁블루라이트의 유해성과 피부보호를 위한 연구 활발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내 블루라이트 피부(Blue light Skin) 관련
논문 수는 2011년 대비 2020년 논문 발행량이 212.3%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후 2020년 발행량 또한 151.3% 증가하며 발행량이 급증했다.
2021년 8월 기준 논문 수는 84건을 기록하며 블루라이트로 인한 피부
변화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화장품 업계, 특히 한국 기업들이 블루라이트의 인체 유해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관련 기술 및 성분을 개발해 화장품 접목에 나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7년부터 블루라이트의 피부 유해성에 관해
연구해왔으며, 2018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화장품학회(IFSCC)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임상 평가법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
한국콜마는 2020년 8월 자외선부터 블루라이트, 근적외선까지 전 영역의
유해광선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등록했으며, 코스맥스도 2020년 6월
청색광 및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

[그래프 1]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내 블루라이트 피부(Blue light Skin) 관련 논문 수

출처 :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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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블루라이트 관련 제품 매출 폭발적 증가,
스킨케어 170%, 메이크업 179% 상승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관한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뷰티 업계에서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의 출시 물결이 일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NPD Grou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상반기에 블루라이트 관련 제품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블루라이트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스킨케어 제품의 매출은 170%
상승했으며, 메이크업 제품도 179% 상승을 기록했다.
NPD의 뷰티 산업 분석가 라리사 젠슨(Larissa Jensen)은 “블루라이트 관련
제품은 2019년에 큰 성장을 보였으며 이미 트렌드로 대두된 바 있는데,
2020년 상반기에 성장세가 더욱 빨라졌다. 팬데믹 이후 많은 소비자가
집에 머물게 되었고 재택근무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는 코로나 19 이후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블루라이트 차단에 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가 화장품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pert Interview ]

“코로나19 이후,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기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 트렌드가 화장품 시장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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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블루라이트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 프랑스 뷰티 데이터 21,76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강신호
블루라이트

▶

Big Data Analytics : Blue light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프랑스의 블루라이트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강신호로 ‘블루라이트’, ‘선스크린’, ‘SPF’가 확인되었다. 코로나 19로 집에

선스크린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SPF

늘어나면서 블루라이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외선차단지수를
의미하는 ‘SPF’가 함께 감지되면서 블루라이트를 자외선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는 ‘선스크린’이 두드러지게 높은 성장률을 보여
프랑스 소비자들이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을 선스크린 제품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관 키워드 중에 ‘광노화’의 빈도(점유율)가 높게 확인되면서 광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연관 브랜드로는 블루라이트 차단
선스크린 제품을 출시한 ‘클라란스’가 두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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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와 피부 노화 연관성, 소비자와 기업 모두 주목

⦁프랑스 소비자 중 58.3%, 빛 노출에 의한 피부 노화 우려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가 피부 노화를 심화시킨다고 인지
프랑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등
빛 노출이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58.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해 빛 노출에 의한 피부 노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0대가 66.1%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며 10대는 51.8%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과반
이상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프랑스 소비자들이 자외선뿐만 아니라 블루라이트에
대해서도 우려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트렌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pert Interview ]

“많은 사람이 자외선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그 우려가 블루라이트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새로운 것이지만, 성장하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Polina Zhigalkina /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그래프 3] 자외선 및 블루라이트 노출이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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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 중 42.1%,
블루라이트와 광노화의 연관성 알고 있다고 응답
⦁앞선 자외선 관련 지식 대비해서는 낮은 인식도 기록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광노화와 블루라이트에 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42.1%의 응답자가 블루라이트에 대해 알고 있으며,
광노화와의 연관성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자외선,
블루라이트 등의 빛 노출’로 인한 노화에 대해 58.3%의 응답자가 동의했던
것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한편 블루라이트를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2.6%, 블루라이트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5.2%로 전체 응답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외선 노출로 인한 노화에 비해
블루라이트로 인한 피부 노화에는 좀 더 둔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0대 소비자들은 블루라이트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나, 40대 소비자들은 블루라이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중이 타 연령대 대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프 4] 광노화와 블루라이트에 관한 지식 정도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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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연구
⦁30시간 동안 화면 노출 시, 피부 염증 40% 증가
유니레버(Unilever)는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대표 기업 중 하나이다.
유니레버가 2020년 8월 소비자 1,3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3명 중 2명(64%)이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블루라이트가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인식을 높여 소비자들이 이를 극복하도록 돕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유니레버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30시간 동안 노출되면 피부 세포의 염증 수치가 40%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레버 뷰티&퍼스널케어 글로벌 부사장 사만다 터커-사마라스(Samantha
Tucker-Samaras)는 블루라이트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노출을
최소화하거나 중화시키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과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가시광선을 최소화하여 피부의 태닝을
방지하는 비비크림, 피부의 보호막을 만드는 산화아연(Zinc Oxide) 및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B6,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유된
제품들을 추천했다.

[그림 1] 유니레버(Unilever) '블루라이트 유해성' 관련 캠페인

출처 : 유니레버(Unilever) 페이스북(facebook.com/uni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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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블루라이트 차단 임상평가 방법 논문 발간
⦁색소침착 유발하는 블루라이트 파장을 식별, 보호 효과 입증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안티폴루션 연구센터(Anti-pollution Research
Center)는 세계 최초로 블루라이트 피부 차단 임상평가법을 개발하며 관련
논문을 발간한 바 있다.
블루라이트의 피부 유해성 확인, 임상 기기 개발, 차단제 효능 검증 등에
관한 연구를 다룬 해당 논문은 SCI급 국제학술지인 ‘화장품 피부학
학회지(Journal of Cosmetic Dermatology)’ 2020년 19호에 실렸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안티폴루션 연구센터 조홍리 책임연구원은
피부에 유해한 블루라이트 파장을 찾아내고, 해당 파장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임상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새로
개발한 기기는 스마트폰, TV 등 인공조명으로 인해 현대인이 자주
노출되는 블루라이트 파장 영역을 구현했다. 또한, 빛의 세기와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해 일상생활에서 블루라이트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부
손상에 관한 임상평가를 쉽게 했다.
해당 임상 기기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 456nm(나노미터) 파장의
블루라이트가 피부 색소 침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이 개발해 출시한 블루라이트 차단제가 실제로 피부
색소 침착을 막을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으며, 멜라닌 지수 변화 측정
등을 바탕으로 제품의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를 증명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설화수 상백크림,
헤라 선 메이트 엑설런스, 아이오페 UV 쉴드 선 안티폴루션, 라네즈
래디언-C 크림, 라네즈 네오쿠션 등 자사 여러 제품에 블루라이트 차단과
손상 완화 효과를 검증 및 적용한 바 있다.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은 유해환경과 그로 인한 다양한 피부 변화를
연구하고, 전 세계 고객의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품 개발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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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라이트(Stylight),
2021년 스킨케어 트렌드 Top 7…블루라이트 스킨케어가 5위
⦁블루라이트 스킨케어 검색량, 2019년 이후 136% 증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스타일라이트(Stylight)는 유럽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을
분석해 2021년 스킨케어 트렌드 Top 7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블루라이트
스킨케어’가 5위를 차지했다.
실내와 스크린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피부관리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블루라이트 노출이 피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블루라이트는 눈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세포의 수축과 파괴로 이어져
피부 노화 가속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몇몇 뷰티 브랜드들이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대응하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샹테카이 블루라이트 프로텍션 히알루로닉 세럼(Chantecaille‘s
Blue Light Protection Hyaluronic serum), 아하바 사해 오스모터
컨센트레이트 수프림 하이드레이션 크림 위드 블루라이트 디펜더(AHAVA‘s
Dead Sea Osmoter Concentrate Supreme Moisturising Cream with
Blue Light Defender)를 소개했다.
블루라이트 스킨케어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
초부터 “블루라이트 스킨케어(blue light skincare)”에 관한 구글 검색량은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스타일라이트(Stylight) '2021 Skincare: What's Next'

출처 : 온라인 쇼핑 플랫폼 스타일라이트(Stylight) 웹사이트 (insights.stylig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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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란스, 블루라이트 차단 스킨케어 선스크린 제품 출시
블루라이트로 인한 피부 손상, 과학적 증거자료 함께 제시
식물성 스킨케어 브랜드 클라란스(Clarins)는 2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블루라이트 차단 선스크린 제품인 ‘UV 플러스 [5P] 안티폴루션(UV PLUS
[5P] Anti-Pollution)’을 출시했다.
자외선부터

블루라이트

차단은

물론,

안티폴루션

기능을

더해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SPF50/PA+++ 차단 효과의
멀티 프로텍션 제품으로, UVA 차단부터 UVB 차단, 블루라이트 차단,
안티폴루션, 주름 개선까지 5가지 보호 기능을 갖췄다.
피부보호에 도움을 주는 유기농 망고 잎 추출물과 랍사나, 화이트
호하운드, 퍼셀라리아로 구성된 안티폴루션 콤플렉스 성분, 피부에 촉촉한
보습감을 부여하는 칼란코에 추출물이 함유되었으며 로즈, 라벤더,
트렌스루센트(투명)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피부톤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하루에 15시간 동안 블루라이트에 노출된다는 위험성을 제기하며 클라란스
UV 플러스 [5P] 안티폴루션 제품을 사용 시 블루라이트로 인한 피부
손상이 55% 감소하였다는 과학적 증거를 함께 제시해 효능에 관한
신뢰감을 높이고 있다.

[그림 3] 클라란스 UV PLUS [5P] Anti-Pollution 광고 영상

출처 : 클라란스(Clarins) 유튜브(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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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아쥬 · 빠이요 · 리에락 등 프랑스 더마 화장품 브랜드,
블루라이트 화장품 시장 진출
⦁안티 블루라이트(Anti-Lumiere Bleue) 홍보물 다수 활용
유리아쥬(Uriage), 빠이요(Payot), 리에락(Lierac) 등 프랑스 더마 화장품
브랜드들은 잇따라 블루라이트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유리아쥬는 SPF30 자외선 차단 효과와 함께 블루라이트, 오염,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모공을 관리해주는 ‘에이지 프로텍트 멀티
액션 플루이드(Age Protect Multi-Action Fluid SPF30)’를 출시했다.
빠이요는 ‘블루 테크니 리스(Blue Techni Liss)’ 라인을 선보였으며 데이
크림, 나이트 크림, 아이크림, 세럼, 자외선차단제, 마스크까지 다양한 품목
을 판매 중이다. 리에락은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블루라이트 차단 및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디옵티라이드 링클 코렉션 필링 크림’을 출시했다.
각 브랜드는 블루라이트의 위험성을 알리며 ‘안티 블루라이트(Anti-Lumiere
Bleue)’ 관련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1] 프랑스 더마 화장품 브랜드의 ‘블루라이트 화장품’
구분

내용
유리아쥬

빠이요

리에락

(Uriage)

(Payot)

(Lierac)

에이지 프로텍트 멀티 액션 플루이드

블루 테크니 리스 데이

(Age Protect Multi-Action Fluid SPF 30)

(Blue Techni Liss Day)

32유로 / 40ml

59.50유로 / 50ml

브랜드

제품

관련 배너

출처 : 각 브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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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 뷰티, 블루라이트 스킨케어 제품 페이지 운영
⦁전문가 ‘자외선 차단과 달리 블루라이트 차단 제품 많지 않음’
온라인 화장품 전문 쇼핑몰 ‘컬트 뷰티’는 ‘블루라이트 스킨케어(Blue light
Skincare)’ 제품 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컬트
뷰티에 판매 중인 블루라이트 스킨케어 제품은 37개, 선스크린 제품은
149개로 4배가량 큰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 뷰티 전문가는 시중에 다양한 자외선 차단 제품이 출시되어있는
것에 비해 블루라이트 차단 효능을 기재한 제품은 많지 않다면서, 이는
시장 수요 이슈가 아닌 기업들이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 출시하지
못한 것이라 예상했다. 앞으로 블루라이트 스킨케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들이 빠르게 트렌드에 편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pert Interview ]

“시중에 정말 다양한 선스크린 제품이 출시되어있는 것에 비해,
'블루라이트 차단' 효능을 기재한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단, 기업들이 연구 중이라 아직 출시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곧 이 트렌드가 강해지기 전에 빠르게
편승해야 합니다.”
Blossier Justine / 뷰티 블로거

[그림 4] 컬트 뷰티(Cult Beauty) 내 '블루라이트' 스킨케어 제품 판매 페이지

출처 : 컬트 뷰티(Cult Beauty) 웹사이트(cultbeau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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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 화장품 시장 성장의 장애물

⦁프랑스 소비자,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아직 인지 못해
⦁블루라이트 차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 우선 진행 필요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블루라이트가 시력
저하를 일으킨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며 피부보다는 눈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아이웨어 브랜드 진스(Jins)
홈페이지(jins.com)

화장품 트렌드에 민감한 스킨케어 애호가들은 블루라이트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하며,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은 눈을 보호하는 용도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블루라이트 관련 제품은 눈을 보호하는 아이웨어 분야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 앞으로 블루라이트 스킨케어 시장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블루라이트 차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상세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pert Interview ]

“일부 화장품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알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아직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시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알고
있어, 피부보다는 눈과 연관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arine Darwiche / 프리랜서 에디터

“'블루라이트'라 하면, 눈과 관련된 안경이나 렌즈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원 오션 뷰티' 같이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디한 스킨케어 브랜드를 중심으로, 안티에이징 제품의 한 종류로
판매하고는 있으나, 아직 많진 않습니다.
스킨케어 애호가와 전문가들은 블루라이트 관련 화장품에 쉽게
관심을 두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에 앞서
블루라이트의 단점과 이 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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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 차단, 안티에이징과 유사한 기능으로 인지할 수도
⦁블루라이트 화장품, 단기간 유행은 어렵지만 블루오션 시장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는 블루라이트 차단 제품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피부 노화 방지이므로 안티에이징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일반 소비자들은 블루라이트 차단과 일반 안티에이징 제품을 유사한
기능으로 인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광노화 관련 피부 고민으로는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가 가장 심각하고
아직 블루라이트보다는 자외선 차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며,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은 신기술의 일종이므로 단기간에 유행이 크게 확장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뷰티 업계가 주목해야 할 블루오션 시장임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Expert Interview ]

“블루라이트 차단 제품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부 노화 방지이므로,
안티에이징 제품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안티에이징
제품과는 다른 원리로 피부 노화를 막는 거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새로운 제품인 만큼 시장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프
랑스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기술적으로 앞서 나간 제품으로
느껴집니다. '광노화'라는 말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블루라이트보다
는 자외선 차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Blossier Justine / 뷰티 블로거

“화장품 시장에도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만큼, 흥미로운 트렌드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블루라이트는 '신기술'의 한 종류이므로, 1-2년의
짧은 시간 안에 유행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빛과 관련된
피부 고민으로는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가 가장 심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Aditi Parashar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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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전망

▶

● 선호 블루라이트 화장품 종류

⦁선호 블루라이트 화장품, 1순위 선스크린, 2순위 페이셜 크림

프랑스 소비자가 선호하는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은?

⦁선스크린 선호 이유, 블루라이트 차단과 자외선 차단 비슷하다고 인지
블루라이트에 대해 알고 있으며, 광노화와의 연관성도 인지하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 종류를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선스크린이 38.3%를 차지했으며 2순위로는 페이셜
크림이 36.6%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세럼이 31.1%를 차지했다.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현지 뷰티 전문가는 현재 출시된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도 선스크린이

블루라이트 및 광노화를 인지하고

가장 많고 일반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는 크림과 세럼 유형이 많다면서

있는 18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선스크린 제품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블루라이트 차단과
자외선 차단이 비슷한 원리이고 소비자들 역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프랑스 소비자들은 블루라이트 기능 선호 화장품으로 ① 선스크린(38.3%),
② 페이셜 크림(36.6%), ③ 세럼(31.1%), ④ 기타(27.9%) 등의 순으로 응답
하였으며 실제 시장에 출시되는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도 크림과 세럼 제형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안티에이징, 안티폴루션 등 기능성 화장품이 주로 크림과 세럼
타입으로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블루라이트 차단 또한 그러한
기능성 제품의 일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pert Interview ]

“현재 출시된 '블루라이트' 화장품은 선스크린이 가장 많고, 일반 스킨케어
제품 중에선 크림이나 세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블루라이트' 차단이
선스크린처럼 자외선 차단과 비슷한 원리이고, 소비자들 또한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크림이나

세럼이

많은

이유는

안티에이징,

안티폴루션 등 기능성 화장품이 주로 크림, 세럼으로 출시되는데,
블루라이트 차단 또한 기능성 제품에 가깝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Carine Darwiche / 프리렌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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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소비자 중 32.4%, 매일 규칙적으로 선스크린 사용
⦁선스크린 규칙적 사용 소비자 비율 86.0%
‘블루라이트 선스크린 잠재 수요층’
프랑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스크린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하루에 1회’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32.4%는 매일 규칙적으로
선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에서도 전 연령 모두 하루에 1회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0대 33.7%, 20대 27.2%, 30대
34.6%, 40대 35.3%가 매일 규칙적으로 선스크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프랑스 소비자의 86.0%는 규칙적으로 선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블루라이트의 유해성과 차단의 필요성을 자각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를 갖춘 선스크린’ 제품에 관한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 5] 선스크린 사용 빈도
연령
TOTAL
(Base)

(420)

일주일 또는 하루에
규칙적으로 사용

86

일주일에 1~3회

15.7

일주일에 4~6회

23.8

하루에 1회

32.4

10대

20대

30대

40대

(83)

(125)

(127)

(85)

77.0

88.8

91.3

82.3

10.8

18.4

18.1

12.9

20.5

24.8

27.6

20.0

33.7

27.2

34.6

35.3

하루에 1회 이상

14.0

12.0

18.4

11.0

14.1

규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음

14.0

22.9

11.2

8.7

17.6

19.3

4.0

7.1

12.9

3.6

7.2

1.6

4.7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가끔 사용
선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음

9.8

4.3

[Base: 전체, N=420, 단위: %, 주요 응답값 제시]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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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의 프랑스 블루라이트 시장 진출 방향

⦁제품 다량 출시 시, 소비자 구매 욕구 자극하여 시장 커질 것
⦁관련 화장품에 관한 인지도가 낮은 지금이 시장 점유 기회
프랑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현재는 블루라이트 차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들이 관심을 갖는 시장인
만큼 관련 제품의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면서 제품이 다량
출시되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프랑스 시장에서 블루라이트 화장품의 인지도는 낮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브랜드들에는 오히려 지금이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은 새로운 기술과 성분을 발 빠르게
적용하는 제품으로 잘 알려진 만큼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포함된
선스크린 또는 세럼 등 기존에 한국의 경쟁력이 강했던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개발해 출시한다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조언했다.

[Expert Interview ]

“물론 현재는 블루라이트 차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니레버, 로레알 등 큰 브랜드들이 관심을 갖는 만큼 곧 관련
제품이 많이 출시될 것이고,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Polina Zhigalkina / Estee Lauder Co. 미디어 담당자

“현재 프랑스에서 블루라이트 관련 제품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런 상황은
새로운 브랜드들에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한국
화장품'은 새로운 기술과 성분을 빠르게 적용한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파운데이션 쿠션이나 LED 마스크 등 미용
기기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넣어 선스크린이나 세럼 등 한국이 잘 만드는 스킨케어 제품
위주로 개발, 판매한다면, 장기적 시점에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ra Koeppler / On The Shelf Agenc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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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만 강조하기보단 UVA, UVB 합쳐 다기능성 표현
⦁추후 시장 성장 후 마케팅 문구만 변경 가능
프랑스 뷰티 전문가는 아직 소비자들이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블루라이트만 강조하기보다는 UVA, UVB
차단에 블루라이트 차단을 합쳐 다기능성으로 표현할 것으로 조언했다.
블루라이트에만 초점을 맞춰 광고한다면 관련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프랑스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아벤느처럼 일반적인

아벤느 인텐스 프로텍트 SPF50+
(Avene Intense Protect SPF50+)

자외선 차단 효과를 포함해 멀티 프로텍션(Multi-Protection) 기능을
갖추면서 더 가벼운 사용감의 제형으로 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벤느 인텐스 프로텍트 SPF50+(Avene Intense Protect SPF50+)는
얼굴과 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플루이드 타입의 선스크린으로 UVA,
UVB,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를 함께 갖췄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선스크린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포함된 제품으로
먼저 홍보하면서 추후에 블루라이트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홍보문구나 광고 배너 등 마케팅 클레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고려가 필요하다.

[Expert Interview ]

“나는 이미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이 블루라이트나 전자기기가 자외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예를 들어 아벤느처럼 UVA, UVB 차단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합친 제품들을 출시해야 합니다. 단, 블루라이트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가벼운 사용감의 텍스처로 출시되어야 합니다.
그냥 블루라이트만 광고한다면 관련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구매를 꺼릴 수 있습니다. 추후에 시장이 커지고 블루라이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 홍보문구나 배너 등 마케팅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Valentine Petry / Elle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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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산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처럼 적응 기간 필요
⦁전반적인 홍보와 기술 강조 시 매우 투자 가치 있는 시장
프랑스 뷰티 전문가들은 블루라이트 화장품이 앞으로 프랑스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거 한국산 비비크림, 쿠션 파운데이션처럼
소비자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아직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관한 인지도나 문제의식이
부족한 만큼 전반적인 홍보와 과학적인 증빙자료, 신기술을 강조한다면
매우 투자 가치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했다.
모바일 기기와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만큼
블루라이트 화장품은 미래의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과 정부의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블루라이트에 관한 관심이 커진다면
빠르게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에 개방적인 MZ세대를
우선으로 공략하는 것도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측면에서 고려 필요하다.

[Expert Interview ]

“앞으로 블루라이트 화장품은 프랑스에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제품이 그렇듯이 한 번에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잘 알려졌지만, 몇 년 전 비비크림이나 쿠션 파운데이션도
프랑스 시장에 처음 진출했을 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비크림과 쿠션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는 프랑스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블루라이트 화장품 또한 프랑스
소비자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후기나 과학적 자료가 함께
한다면 더욱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Margaux Largillet / Magotobeauty 콘텐츠 담당자

“일반 소비자들은 블루라이트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지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블루라이트 화장품은 아마도 미래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브랜드가 투자하는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정부
기관의 홍보나 건강 캠페인을 통해 블루라이트에 관한 관심이 커진다면
더욱 빠르게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Léna El Omari / MiiN Cosmetics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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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vs 2021 예측 트렌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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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1. 소비자 패널조사 결과물

Issue 1. 무합성 & 유기농, 어떻게 변화할까?
Q.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중요 고려 요소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천연/유기농 성분 스킨케어 제품 사용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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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학 성분 미포함 화장품 선호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증 취득 혹은 유기농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233명 응답 결과(2021.07.23.-2021.07.30)

Q. 인증 취득 제품, 품질 신뢰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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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Free)라벨 부착 제품, 품질 신뢰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천연/유기농 인증 취득 제품 구매시, 더 높은 가격 지불 의사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증 취득 혹은 유기농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233명 응답 결과(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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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 (ex, INCI뷰티 or Yuka) 인지 및 활용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증 취득 혹은 유기농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233명 응답 결과(2021.07.23.-2021.07.30)

224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Issue 2. 포스트 코로나, 온오프라인통합 ‘옴니채널’
Q. 1년 이내 온라인 화장품 구매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온라인 화장품 구매 저해 요인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온라인 화장품 구매 비선호자 1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225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옴니채널 전략 도입 필요 여부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뷰티 구독 박스 사용 경험 여부

Q. 뷰티 박스 유경험 소비자의 본품 구매 여부

출처(1)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출처(2)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뷰티박스 유경험 소비자 25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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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뷰티 계의 새로운 물결 '블루 뷰티'
Q. 친환경/제로 웨이스트/지속가능성 2022년 해당 키워드 증가 소비자 동의율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블루뷰티 2022년 중요성 증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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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필, 재활용 등 친환경 제품 선호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샴푸바 등 고체 화장품 사용 경험 여부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향후 트렌드가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지속가능성’이다 라고 응답한 32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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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 희망 고체 화장품 종류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고체 화장품 소비 유경험자 26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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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4. 신시장 창출 '유럽 화장품 규정의 변화'
Q. 프랑스 소비자의 신성분 화장품 선호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CBD 성분 인지도 및 관련 제품 사용 경험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새로운 성분에 대한 관심 보유 155명 & CBD 성분 인지 보유 72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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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BD 성분 화장품 사용 의향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새로운 성분에 대한 관심 보유 155명 & CBD 성분 인지 보유 72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Q. CBD에 기대하는 효능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CBD 성분을 사용해봤거나 사용 의향 보유 78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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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 희망하는 CBD 화장품 유형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CBD 성분을 사용해봤거나 사용 의향 보유 75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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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5. MZ 공략 신마케팅 ‘틱톡, AR, VR’
Q. 프랑스 내 화장품 마케팅 진행 시 중요 요소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화장품 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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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랑스 소비자 연령별 뷰티 정보 수집 SNS 채널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화장품 정보를 SNS에서 확인하다고 응답한 소비자 2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AR, 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뷰티 체험 희망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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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6. 마스크네(Maskne) 솔루션, 프로바이오틱스
Q.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새로운 성분 탐색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사용 경험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새로운 성분 탐색을 즐기는 소비자 310명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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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향후 사용 의사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미사용 소비자 116명 (2021.07.23-2021.07.30)

Q.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사용 기대 효과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사용 소비자 94명과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미사용 소비자 중 사용 의사 있는 소비자 76명
(2021.07.23-2021.07.30)

236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프랑스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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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구매 요인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사용 소비자 94명(2021.07.23-2021.07.30)

Q. 사용 희망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종류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사용 소비자 94명과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미사용 소비자 중 사용 의사 있는 소비자 76명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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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 메이크업은 미니멀하게, 스킨케어는 스킵할 시간
Q. 멕시멀리스트보단 미니멀리스트 지향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1-3단계 스킨케어만으로 충분한지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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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은 단계의 스킨케어가 피부에 좋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아침 선스크린 전 단계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 수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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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킨케어 단계 축소 의향 여부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스킨케어 제품을 4개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 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스킨케어 단계 축소 요인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스킨케어 제품을 4개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 80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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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킨케어 단계 축소 의향 소비자의 친환경 화장품 선호여부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스킨케어 제품 축소의향 소비자 5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1-3개 제품만을 사용하는 이유 설문조사 결과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스킨케어 제품을 1~3개 사용하는 소비자 340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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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8. 더 강해질 '다양성과 포용성'의 소비문화
Q. 화장품 시장에서 ‘다양성 존중이 더 중요해 질 것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소비자가 생각하는 2022년 프랑스 화장품 시장 트렌드 키워드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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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구매 시 고려 요소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구매 시 선호 브랜드 국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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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펜티 뷰티 구매 이유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화장품 시장에서 ‘젠더리스 이슈가 더 중요해 질 것이다’에 대한 동의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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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화장품은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는다’에 대한 동의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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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9. 윤리의 시대, 화장품도 피할 수 없어
Q. 소비자가 생각하는 2022년 프랑스 화장품 시장 트렌드 키워드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2021.07.23-2021.07.30)

Q. 2022년 윤리 소비 트렌드 중요성 동의여부

출처 : 프랑스 소비자 설문조사 420명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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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Q.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구매 경험 및 목적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 구매 유경험 소비자 257명 (2021.07.23-2021.07.30)

Q. 화장품 구매 시 ‘크루얼티 프리’, ‘비건’, ‘공정 거래’ 라벨 확인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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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산업의 공정거래 중요성 동의 여부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크루얼티프리 화장품 사용경험자 25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3-2021.07.30)

Q. 윤리 소비 트렌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 카테고리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윤리 소비 트렌드가 스킨케어 제품군에서 우세하다‘라 응답한 소비자 261명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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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크루얼티 프리 인증 화장품 구매시, 높은 가격 지불 의사 여부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크루얼티프리 화장품 사용경험자 25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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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0. 블루라이트 스킨케어, 성장할까?
Q. 자외선 및 블루라이트 노출이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에 대한 동의 여부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Q. 광노화와 블루라이트에 관한 지식 정도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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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호 블루라이트 화장품 종류

출처 : 프랑스 소비자 420명 중, 블루라이트 및 광노화를 인지하고 있는 18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3-2021.07.30)

Q. 선스크린 사용 빈도

출처 : 프랑스 거주 소비자 4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3-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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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워드 Raw Data
Issue 1. 무합성 & 유기농(Organic) 어떻게 변화할까?
미래예측

미래예측

발생률

성장률

에코서트

2.68

66.70

강신호

2

이브

4.81

59.95

강신호

3

코스모스

1.17

41.41

강신호

4

BDIH

-2.16

34.40

약신호

5

글루텐 프리

-0.88

23.86

약신호

6

사노플로레

6.77

15.05

강신호

7

오일 프리

-1.05

10.68

약신호

8

코스모스
오가닉

-1.87

10.16

약신호

9

내추럴 뷰티

19.02

8.50

강신호

10

유기농의

164.48

1.45

강신호

No.

키워드

1

미래신호

Issue 2. 포스트 코로나, 온오프라인통합 '옴니채널
미래예측

미래예측

발생률

성장률

룩판타스틱

2.55

133.69

강신호

2

이커머스

9.49

88.89

강신호

3

블리심

-0.19

88.45

약신호

4

필유니크

4.73

45.49

강신호

5

마리옹노드

5.74

24.51

강신호

6

마이 리틀 박스

-1.61

18.63

약신호

7

벌치박스

13.00

19.44

강신호

8

뷰티 박스

-0.17

8.15

약신호

No.

키워드

1

미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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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뷰티계의 새로운 물결, '블루 뷰티'
미래예측

미래예측

발생률

성장률

No.

키워드

미래신호

1

고체 샴푸

4.57

154.15

강신호

2

리필

0.09

54.40

강신호

3

그린 뷰티

-1.27

37.17

약신호

4

레스 플라스틱

-1.99

34.76

약신호

5

러쉬

25.83

31.58

강신호

6

친환경적인

9.07

23.24

강신호

7

재활용 가능한

7.23

20.65

강신호

8

노 워터

-1.96

17.92

약신호

9

제로 웨이스트

5.15

14.93

강신호

10

친환경 포장

-2.23

1.03

약신호

Issue 4. 신시장 창출 ‘유럽 화장품 규정의 변화’
No.

키워드

1

대마(CBD)

2

프랑스 식약처
(ANSM)

미래예측

미래예측

발생률

성장률

미래신호

12.36

309.02

강신호

0.61

64.20

강신호

8.01

34.28

강신호

-2.00

34.07

약신호

프랑스
3

화장품협회
(FEBEA)
유럽

4

과학위원회
(S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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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

2.58

2.05

강신호

6

안전

12.36

-5.91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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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5. MZ 공략 신마케팅 ‘틱톡, AI, AR’
미래예측

미래예측

발생률

성장률

No.

키워드

미래신호

1

틱톡

99.02

294.08

강신호

2

Z세대

49.86

153.89

강신호

3

밀레니얼

26.42

87.04

강신호

4

Y세대

21.17

72.08

강신호

5

인공 지능

7.55

68.66

강신호

7

증강 현실

4.54

65.13

강신호

Issue 6. 마스크네 솔루션, 프로바이오틱스
미래예측

미래예측

발생률

성장률

신성분

1.15

54.67

강신호

2

마스크네

-1.60

18.63

약신호

3

여드름

83.77

13.06

강신호

4

프로바이오틱스

9.83

-5.38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5

페이셜 마스크

73.10

-23.90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No.

키워드

1

미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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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 메이크업은 미니멀하게, 스킨케어는 스킵할 시간
미래예측

미래예측

발생률

성장률

미니멀리즘

0.07

24.38

강신호

2

스키니멀리즘

-2.24

13.89

약신호

3

내추럴 뷰티

19.02

8.50

강신호

4

레스 메이크업

-1.66

2.56

약신호

5

자연스러운

390.01

-26.85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6

심플

119.87

-31.61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No.

키워드

1

미래신호

Issue 8. 더 강해질 다양성과 포괄성의 소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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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

미래예측

발생률

성장률

인종의

-0.15

92.12

약신호

2

개인화된

8.29

21.49

강신호

3

다양성

10.27

10.54

강신호

4

관용

11.03

7.87

강신호

5

포괄적인

6.60

3.19

강신호

6

맞춤형의

7.19

2.29

강신호

7

펜티 뷰티

40.03

-9.82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8

평등

0.53

-9.91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No.

키워드

1

미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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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9. 윤리의 시대, 화장품도 피할 수 없어
미래예측

미래예측

발생률

성장률

공정 거래

-0.90

44.95

약신호

2

지속가능성

22.32

24.03

강신호

3

윤리의

6.56

23.09

강신호

4

크루얼티 프리

14.87

16.42

강신호

2.39

9.83

강신호

No.

키워드

1

5

동물실험 하지
않은

미래신호

6

PETA 인증

0.14

-5.85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7

책임있는

39.50

-11.56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Issue 10. 블루라이트 스킨케어, 성장할까
미래예측

미래예측

발생률

성장률

선스크린

5.58

149.42

강신호

2

SPF

49.16

93.70

강신호

3

블루라이트

4.20

33.34

강신호

4

클라란스

31.76

-14.82

5

광노화

62.76

-18.15

No.

키워드

1

미래신호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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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vs 2021 예측 트렌드 비교 분석
2017년 선정된 10개의 화장품 트렌드 중
2021년에도 연속적으로 발생한 4개의 트렌드를 선정하여,
각각의 발생추이와 2017/2021 연관어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

(방법 ①) 2017~2021년 예측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

(방법 ②) 2017/2021년 예측 트렌드 연관어 비교분석

본 사업을 통해 2017년 선정된 프랑스 화장품 트렌드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
행하였다. 검증 작업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는 2017년 예측
트렌드의 실제 발생 추이 분석이며, 두 번째는 예측 트렌드를 대표하는 연관
키워드의 2017년과 2021년의 비교분석이다.
방법 ①. 2017~2021년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 이슈 키워드 발생률 분석
(a) 이슈 키워드 = 해당 시기에 발생한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된 키워드
(b) 발생률(%) = 이슈 키워드 포함 기사수 / 전체 뷰티 이슈 기사수

• 이슈 키워드 발생률 시계열(분기별) 분석

(*) 시계열 분석
- 2017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의 이슈 키워드 발생 추이 분석

방법 ②. 2017/2021년 트렌드 연관어 비교분석
• 이슈 키워드 연관 발생어 분석
(c) 상관 키워드 = 동일한 기사에서 이슈 키워드화 함께 발생한 키워드
(d) 상관 값 = 상관 키워드 포함 기사수 / 이슈 키워드 포함 기사수
- (a)가 1번 발생했을 때 (c)가 발생한 비율
- 1 = 100%, 0.5 = 50%, 0.1 = 10%를 뜻함

• 상관 키워드 2017/2021년 비교 분석
(c)
상관키워드 -1
상관키워드 -2
상관키워드 -3

(d)
2017

2021

상관 값 - 1
상관 값 - 2
상관 값 - 3

상관 값 - 1
상관 값 - 2
상관 값 - 3

(*) 비교분석
- (지속) 2017~2021 2017년 대비 2021년 동일하거나 차이 미미
- (감소/소멸) 2017년 대비 2021년 감소하거나 소멸
- (증가/신규) 2017년 대비 2021년 증가하거나 신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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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vs 2021 이슈 비교

▶

⦁

프랑스 화장품 이슈 ‘기능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2017년 프랑스 화장품 트렌드는 안티에이징, 셀룰라이트 등 다양한 기능 중심의
제품, 유명배우를 통한 마케팅, 홈케어 브랜드 제품 수요 등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성향은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점차 안전과 기술 중심의 소비
행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성분에 대한 소비 경각심 증가,
주름개선 등의 효능보다는 피부장벽과 피부질환을 고려한 제품 구매, VR/AR
기술을 활용한 가상 메이크업 피팅, 직접 만드는 DIY 홈케어 화장품 등이 20
21년 들어 높은 키워드 발생률을 기록하였다.

출처 : 2017-2021년, 프랑스 뷰티 이슈 기사 3,384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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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합성 화장품에 대한 선호 증가

▶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

2021년 상반기 자연(Nature)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9.68% 증가

건강과 웰빙 추구,
자연주의 및 유기농을 선호하는
프랑스 소비 시장 특징으로

프랑스 소비 시장에 건강과 웰빙을 기반으로 한 자연주의 및 유기농 트

‘천연유래 성분 화장품 대한

렌드가 꾸준히 유행하면서 ‘자연(Nature)’ 키워드를 포함한 뷰티 이슈 발

수요 증가’

생 비율은 2017년 상반기 4.34%에서 2021년 상반기 4.76%으로 소폭 상
승했다.

⦁

프랑스 소비자의 자연주의 소비 추구 지속

⦁

화학 성분에 대한 경각심 증가

프랑스 소비자들은 화장품은 물론 헤어케어 등 각종 미용 제품의 화학 성
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실리콘이나 황산염 등으로부터 건강과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기본적으로 자연주의를 기
반으로 한 소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같은 품목이라도 자연 유래 유기농 성
분으로 만든 제품을 최종 구매하는 성향이 있다.

2017-2021년, 자연(Nature)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출처 : 2017-2021년, 프랑스 뷰티 이슈 기사 3,384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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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소멸> 환경(Environment, Environmentally)

⦁

2017년부터 화두였던 지속가능발전, 보다 구체화된 키워드로 발전

브랜드 이미지

2017년 자연과 관련되어 높은 연관성을 보였던 환경 키워드는 2021년 감소
하였는데 프랑스 환경 관련 소비가 블루뷰티· 동물실험· 윤리소비 등의 보다
구체화된 키워드로 발전하기 시작하며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공사회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건강을 보다
중시하는 소비습관의 변화가 키워드 발생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

<증가/신규> 성분(Ingredient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화장품 내 포함된 화학성분에 대한 소비 관심 증가

자연과 관련되어 소비자들의 구매 태도는 이전보다 구체화된 모습을 나타내
고 있다. 2017년 대비 성분 관련 키워드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화학성분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유해물질인 석유화학제품(petrochemicals)에
대한 소비 지식이 증가한 양상을 띄고 있다.

2017/2021년, 자연(Nature)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7

2021

Environment

환경

0.38

0.03

감소/소멸

Environmentally

환경적으로

0.31

0.02

감소/소멸

Ingredients

성분

0.19

0.26

증가/신규

Formaldehyde

포름알데히드

0.06

0.22

증가/신규

Petrochemicals

석유화학 제품

0.04

0.21

증가/신규

출처 : 2017-2021년, 프랑스 뷰티 이슈 기사 3,384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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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계의 온라인마케팅 기술 발전

▶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

2021년 상반기 온라인(Online)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3.17% 증가

프랑스 주요 소비층 ‘Y세대’,
디지털 매체 보급화로
절반가량이 온라인 구매 선호
‘멀티채널별 전략 수립’

코로나19 대유행을 겪는 동안 프랑스 온라인 구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지던 화장품 거래는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온라인으로도 그 소비층이 점차 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뷰티 시장의 주요 소비층인 Y세대가 온라인 소비를 주도하며 나타나기 시
작하였으며 2021년 ‘온라인(Online)’ 관련 키워드는 17년 대비 3.17% 증가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
프랑스 온라인 화장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

프랑스 화장품 기업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팝업 스토어, 플래그십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가격을 비교한 뒤 최종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기업은 멀티채널 운영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2017-2021년, 온라인(Online)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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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Perfect Corp)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감소/소멸> 슈퍼모델(Supermodel), 여배우(Actress)

⦁

유명인을 내세운 화장품 마케팅 광고는 감소세

과거 프랑스 시장 화장품 광고는 슈퍼모델 및 여배우를 통한 프로모션과 콜라보
레이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SNS 시장의 발달과 함께 점차
마이크로인플루언서로 변화하며 관련 키워드의 발생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증가/신규> 증강현실(AR), 가상(Virtual), 피팅(Fitting)

⦁

가상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테스트 마케팅

2021년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마케팅 방법은 보다 기술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비 AR(증간현실), Virtual(가상), Fitting(피팅) 등의
키워드가 신규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메이크업 분야
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진출 가상 메이크업 피팅 서비스 업체인 퍼펙트(Perfect Corp)는 최근
증가하는 고객 수요를 기반으로 5,000만 달러의 투자액 모금에 성공하였으
며 글로벌 브랜드인 에스티로더(Estee Lauder) 및 로레알(L’Oreal)의 투자활
동도 지속되고 있다.

2017/2021년, 온라인(Online)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7

2021

Supermodel

슈퍼모델

0.05

0.00

감소/소멸

Collaboration

콜라보

0.03

0.00

감소/소멸

Actress

여배우

0.01

0.00

감소/소멸

AR

증강현실

0.00

0.09

증가/신규

Virtual

가상

0.00

0.07

증가/신규

Fitting

피팅

0.00

0.05

증가/신규

출처 : 2017-2021년, 프랑스 뷰티 이슈 기사 3,384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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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디 트렌드로 자리 매김한 홈케어

▶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

2021년 상반기 홈(Home)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1.75% 증가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집에서 피부 관리하는 소비자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린 ‘홈(home)’이 2021년 들어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뷰티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7년과 비

‘홈케어 및 셀프케어의 대중화’

교하면 이슈 발생률은 1.75% 증가하였으며 외출 활동이 줄어든 소비자들의
‘DIY 화장품, 홈 셀프케어’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들어 재도약한 홈케어 트렌드

⦁

셀프케어 및 DIY, 개인별 다양한 요구사항 충족을 통해 시장 발전

소비자 취향에 따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뷰티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프랑스에 홈케어 열풍이 불고 있다. 프랑스 소비자
들은 유해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꼽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DIY 활동을 통한 화
장품 소비 비용까지 아낄 수 있어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최근 강조되고 있다.

2017-2021년, 홈(Home)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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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로 만든 수제 페이스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

<감소/소멸> 각질제거제(Exfolys), 린스(Rinses)

⦁

2017년 기본적인 홈케어 품목 위주로 수요 발생

마스크 이미지

Ⅳ. 부록

2017년 홈(Home) 관련 뷰티 키워드로 감지된 ‘각질제거제(Exfolys) 및 린
스(Rinses)’가 2021년 들어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프랑스의
홈케어 관련 수요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각질제거제 및 린스 등의 구매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직접 만드는 DIY 제품
으로 점차 그 추세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증가/신규> 요법(Remedies), 레시피(Recipe)

⦁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스킨케어 테라피'

직접 제품을 만드는 셀프뷰티가 유행하면서 ‘요법(Remedies), 아로마테라피(Aro
matherapy)’ 등이 홈(Home) 관련 이슈 키워드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일이나
허브와 같은 간단한 재료를 사용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자연 원료로 피부 진정이나 안색을 밝히는 스킨케어 테라피가 가
능하다는 점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2017/2021년, 홈(Home)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7

2021

Exfolys

각질 제거제

0.32

0.00

감소/소멸

Rinses

린스

0.27

0.00

감소/소멸

Remedies

요법

0.00

0.45

증가/신규

Herbal

허브(의)

0.05

0.31

증가/신규

Recipe

레시피

0.09

0.25

증가/신규

Aromatherapy

아로마테라피

0.02

0.25

증가/신규

출처 : 2017-2021년, 프랑스 뷰티 이슈 기사 3,384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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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Anit), 기능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

●2017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

2021년 상반기 안티(Anti)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0.22% 감소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유럽인 피부 노화 속도 빨라
안티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에

프랑스 소비자들의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7년 다양한

대한 수요 높아

안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21년에는

‘안티에이징 제품의 수요 확대’

키워드 이슈 발생률이 0.12% 감소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7년까지
만 해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됐지만, 코로
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프랑스 소비자들의 피부 관
심 영역도 달라진 것이다.

⦁

코로나19로 마스크 의무화, 피부 트러블 관심 집중

⦁

노화 방지 위주의 안티 제품에서 생활 자극 대응 제품으로 확장

2019년 하반기 최고 정점을 기록한 ‘안티(anti)’ 관련 키워드 이슈 발생률(8.1
7%)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상반기 3.83%로 급락했다. 이후 현재까지 키
워드 점유율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프랑스 소비자들의 피부 관리 관
심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관리와 피부 장벽 강화, 피부 자극 최
소화 등으로 옮겨간 모습이다.

2017-2021년, 안티(Anti)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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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

<감소/소멸> 주름방지(Antiwrinkle), 셀룰라이트(Cellulite)

⦁

노화 방지 및 주름 개선 중심의 안티에이징 제품 관심 저하

2017년까지만 해도 프랑스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은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안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해 ‘주름(wrinkle)’
관련 키워드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 슬리밍 뷰티에 대한 관심으로 컨투
어링크림 등을 대표로 ‘안티셀룰라이트(Anti Cellulite)’의 수요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레 노화 방지나
주름 개선 중심의 제품보다 피부 진정이나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관심과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

<증가/신규> 강력한(Powerful), 대응Against)

⦁

피부장벽 등 각종 피부질환 대응을 위한 안티 제품 관심 증가

최근 프랑스 소비자들은 마스크네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
드러지며 바이러스 및 세균,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피부
장벽 생성 기능을 보유한 제품의 소비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7/2021년, 안티(Anti)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6

2020

Antiwrinkle

주름 개선

0.40

0.20

감소/소멸

Wrinkle

주름

0.35

0.17

감소/소멸

Cellulite

셀룰라이트

0.23

0.04

감소/소멸

Powerful

강력한

0.00

0.33

증가/신규

Against

대응

0.02

0.20

증가/신규

출처 : 2017-2021년, 프랑스 뷰티 이슈 기사 3,384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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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_ 2017 예측 트렌드 발생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