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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 개황
1. 국가 개요
위치

동남아시아, 말레이군도

면적

300,400㎢(한반도의 약 1.3배)

기후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

일

인구

1억 960만 명(‘20)

반

수도

Metro Manila

민족

말레이계가 주인종이며 중국·미국·스페인계 혼혈 다수

언어

영어 및 타갈로그어

종교

천주교(83%), 개신교(9%), 이슬람교(5%), 불교 및 기타(3%)

정치 체제

대통령제(6년 단임제)

정

국가 원수

Rodrigo Duterte(2016.06.30-현재)

치

의회

양원제(상원 24명, 하원 300명)

주요 정당

자유당, 국민당, 민족인민연합, 필리핀 민주당 등

화폐 단위

필리핀 페소(PHP)

산업 구조

서비스업(61.42%), 제조업(28.4%), 농업(10.18%)

주요 수출품

전자ㆍ전기 제품, 기타 제조품, 목재 가구 등

주요 수입품

전자제품, 화석연료, 운송기구 등

주요 부존자원

금, 구리, 은, 니켈, 코발트, 석탄, 석회석, 목재 등

경제적 강점

젊은 인구 및 아웃소싱 산업 강세

경제적 약점

낮은 인프라 구조 수준 및 높은 부패지수

경
제

출처 : World Bank,2020, IMF(2020)

구분

국내
경제

대외
거래

경제지표

단위

2018

2019

2020

GDP

십억 달러

346

376

361

1인당 GDP

달러

3,252

3,485

3,323

GDP 성장률

%

6.3

6.1

-9.6

소비자 물가상승률

%

5.2

2.5

2.5

상품수출

십억 달러

67

70

63

상품수입

〃

115

117

90

무역수지

〃

-50.02

-46.45

-26.89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71,040

79,824

-

환율
(달러 당,연평균)

₱

52.7

51.8

-

출처 : World Bank(2020), IMF(2020), CEIC DATA(2020), TrendEconomy(2020), Statista(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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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필리핀 화장품 시장, 코로나19로 감소

▶

뷰티·퍼스널케어 품목별로 양극화된 소비 패턴 보여

Ⅳ. 부록

필리핀 화장품 시장은 2016년 5.2%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꾸준히 성장해
2019년 성장률은 7.2%, 시장 규모는 약 2162억 페소(5조 24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필리핀 GDP 성장률이 7.1%에서 6.1%로 하락한 점을
고려한다면, 필리핀 화장품 시장 성장률은 단순히 경제 규모 확장에 따른
부가적 성장이 아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필리핀 화장품 시장은
–4.1%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실제 필리핀 내 뷰티·퍼스널케어 제품
판매량은 증가하였으나, 유통 가격의 하락이 전체 매출액에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필수 퍼스널케어 용품 및 개인위생을 위한 세정제 소비는
증가하였으나, 외출이 줄어듦에 따라 향수, 색조 화장품 및 선케어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는 등 품목별로 양극화된 소비 패턴이 관찰되었다.

[표 1] 필리핀 화장품 시장 규모

출처 : 유로모니터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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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필리핀 화장품 시장 규모, 4조 8,148억 원

▶

스킨케어 및 헤어케어 시장이 전체 화장품 시장의 44.9% 차지
2020년 필리핀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73억 31만 페소(4조 8,148억 원)를
기록했다. 그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은 헤어케어로, 470억 12백만
페소(1조 919억 원), 2위인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459억 74백만 페소(1조
677억 원)으로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스킨케어 및 헤어케어 시장은
전체 시장의 44.9%를 차지했다.
이어 바디케어 시장이 161억 799만 페소(3,757억 원)로 7.8%의 점유율을,
색조 화장품 시장이 139억 1,630만 페소(3,232억 원)로 6.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남성용 화장품 시장이 전체 화장품 시장의 6.2%에
해당하는 129억 5,750만 페소(3,009억 원), 유아용 화장품 시장이 5.0%를
차지하는 104억 5,790만 페소(2,428억 원)를 기록했다.

[표 2] 필리핀 화장품 품목별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페소(PH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179,902.2

190,098.8

201,731.4

216,246.8

207,303.1

헤어케어

39,760.7

41,355.3

43,433.1

31,122.9

47,012.0

스킨케어

39,281.3

41,418.1

44,405.8

46,505.6

45,974.0

바디케어

14,232.3

14,971.9

16,319.8

17,283.0

16,179.9

색조 화장품

15,567.1

17,248.9

18,825.1

20,591.0

13,916.3

남성용 화장품

12,506.1

13,219.0

14,004.4

14,911.9

12,957.5

유아용 화장품

9,558.2

9,808.7

10,632.8

11,332.4

10,457.9

데오드란트

8,700.8

9,280.4

9,993.7

10,829.8

9,532.0

향수

8,341.9

8,579.3

8,893.7

9,296.5

5,884.9

선케어

904.7

1,039.0

1,146.3

1,272.4

694.8

제모제

448.7

458.6

483.8

512.6

491.3

출처 : 유로모니터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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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화장품 대표 품목 대부분 역성장

▶

선케어 시장, 2019년 대비 –45.4%로 가장 큰 낙폭

Ⅳ. 부록

필리핀 화장품 품목별 성장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9년까지는 품목에 따라
매년 성장률이 증감하기는 하나,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까지 필리핀 화장품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이 되자 헤어케어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타났으며,
그 수치 또한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급격한 하향세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색조 화장품과 향수, 선케어의 2020년 성장률은 각각 –32.4%, -36.7%, -45.
4%로 큰 감소치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적은 감소치를 보인 품목은 –3.6% 성
장률의 스킨케어, -4.1%의 제모 제품 등이다. 특히 헤어케어 제품군은 전 품
목이 역성장하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3] 필리핀 화장품 품목별 성장률 추이 및 브랜드 점유율

스킨케어

헤어케어

색조 화장품

선케어

1

Pond's

(9.6%)

1 Cream Silk

(18.9%)

1 Maybelline

(9.8%)

1 Nivea Sun

(18.3%)

2

Olay

(8.6%)

2 Palmolive

(13.4%)

2 Ever Bilena

(6.1%)

2 Human Nature

(11.9%)

3

Eskinol

(6.9%)

3 Pantene

(9.3%)

3 Avon True

(4.5%)

3 Beach Hut

(9.8%)

4

Nivea

(5.5%)

4 Dove

(7.8%)

4 San-San

(4.2%)

4 Banana Boat

(8.4%)

5

Master

(2.7%)

5 Head & Shoulders

(6.0%)

5 Mary Kay

(4.0%)

5 Céleteque

(8.0%)

6

Avon Naturals

(2.6%)

6 Sunsilk

(4.7%)

6 Mac

(3.8%)

6 Belo SunExpert

(7.3%)

7

Maxi-Peel

(2.5%)

7 Rejoice

(3.7%)

7 Avon

(3.3%)

7 Hortaleza MD

(3.2%)

8

Vaseline

(2.1%)

8 Clear Men

8 L'ORÉAL Paris

(3.0%)

8 Maxi-Peel

(1.8%)

9

Clinique

(2.0%)

9 Vaseline

(2.5%)

9 IN2IT

(2.1%)

9 Coppertone

(1.4%)

(1.7%)

10 TRESemmé

(2.5%)

10 Nichido

(1.9%)

10 Avon Care

(1.3%)

10 Kojie San

출처 : 유로모니터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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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북미 등 영미권 브랜드 선도
2020년 필리핀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브랜드 중 미국 브랜드가 8개, 영국 및 캐나다 등 기타 영미권 브랜드가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점유율이 가장 높은 미국 등 영미권
브랜드의 경우 2019년까지 큰 변화 없이 수치가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필수 퍼스널케어 용품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브랜드는 닥터 자르트(Dr. Jart)로,
2020년 0.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닥터 자르트는 세포라 필리핀 및
온라인 쇼핑몰인 라자다(Lazada)를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4] 필리핀 뷰티·퍼스널케어 브랜드별 점유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단위 : %

구분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Safeguard
Cream Silk
Colgate
Dove
Palmolive Naturals
Johnson's Baby
Silka
Pond's
Pantene
Oral-B
Olay
Eskinol
Closeup
Head & Shoulders
Nivea
Kojie San
Sunsilk
Rexona
Rejoice
SkinWhite

미국
영국·네덜란드
미국
영국·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필리핀
영국·네덜란드
미국
미국
미국
영국
미국
미국
독일
필리핀
영국·네덜란드
호주
중국
인도

5.4
4.3
3.4
3.0
3.1
3.3
1.9
2.5
2.2
1.8
1.7
1.8
1.5
1.2
1.2
1.0
1.1
1.1
1.1
0.9

5.3
4.3
3.4
3.1
3.1
3.2
2.4
2.4
2.1
1.8
1.8
1.8
1.5
1.2
1.1
1.1
1.1
1.0
0.8
0.8

5.1
4.2
3.4
3.2
3.0
3.2
2.5
2.4
2.0
1.7
1.8
1.7
1.5
1.2
1.2
1.1
1.1
1.1
0.9
0.8

5.0
4.2
3.4
3.2
2.9
3.1
2.5
2.3
2.0
1.7
1.8
1.7
1.5
1.3
1.2
1.1
1.0
1.0
0.8
0.8

6.3
4.3
3.8
3.3
3.0
2.9
2.6
2.2
2.1
2.0
1.9
1.5
1.5
1.4
1.3
1.1
1.1
1.0
0.8
0.8

출처 : 유로모니터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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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스킨케어 시장, 유럽ㆍ미국 브랜드 각축전

▶

필리핀 셀레티크 더모사이언스, 2015-2020년 동안 15.5% 성장
2020년 필리핀 스킨케어 시장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브랜드 중 미국
브랜드가 4개, 유럽 브랜드가 6개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ㆍ네덜란드 합작
법인인 유니레버 계열 브랜드가 세 개나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필리핀 자국 브랜드 4개가 순위권에 나타났는데, 그 중
셀레티크

더모사이언스(Céleteque

DermoScience)가

15.5%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스킨케어 시장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브랜드들은 전반적으로 매년
점유율이 감소하거나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나, 10위권 밖의 브랜드들은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5] 필리핀 스킨케어 시장 점유율

단위 : %

CAGR

브랜드명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1

Pond's

영국·네덜란드

11.1

11.0

10.7

10.3

9.6

-3.6%

2

Olay

미국

7.8

8.1

8.1

8.2

8.6

2.5%

3

Eskinol

영국

8.4

8.2

7.9

7.6

6.9

-4.8%

4

Nivea

독일

5.4

5.5

5.4

5.5

5.5

0.5%

5

Master

영국·네덜란드

3.4

3.3

3.2

3.0

2.7

-5.6%

6

Avon Naturals

브라질

2.6

2.7

2.9

3.0

2.6

0.0%

7

Maxi-Peel

인도

3.0

2.9

2.6

2.4

2.5

-4.5%

8

Vaseline

영국·네덜란드

2.4

2.5

2.4

2.3

2.1

-3.3%

9

Clinique

미국

1.6

1.7

1.8

1.9

2.0

5.7%

10

Kojie San

필리핀

1.6

1.7

1.8

1.8

1.7

1.5%

11

Jergens

일본

1.3

1.2

1.4

1.5

1.3

0.0%

12

SkinWhite

인도

1.5

1.5

1.3

1.2

1.3

-3.5%

13

Nu Skin

미국

1.5

1.4

1.4

1.3

1.2

-5.4%

14

Garnier

프랑스

0.8

0.8

1.0

1.2

1.2

10.7%

15

Cetaphil

미국

0.8

0.8

1.0

1.1

1.2

10.7%

16

Avon Care

브라질

2.1

1.8

1.6

1.4

1.2

-13.1%

17

Céleteque

필리핀

0.9

1.0

1.1

1.1

1.2

7.5%

18

Belo Essentials

필리핀

0.9

1.0

1.1

1.3

1.1

5.1%

19

Myra

필리핀

(-)

(-)

(-)

1.1

1.1

(-)

20

Avon Skin So Soft

브라질

2.9

2.6

1.8

1.5

1.0

-23.4%

출처 : 유로모니터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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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자국 브랜드도 순위권에서 강세 보여

Ⅳ. 부록

2020년 필리핀 색조 화장품 시장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브랜드 중
유럽권 브랜드가 3개, 미국 브랜드가 4개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 기업인
로레알 계열 브랜드가 두 개나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자국 브랜드 5개가 순위권에 나타났으며, 특히 에버 빌레나(Ever
Bilena)는 점유율 2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브랜드들은 매년 점유율이
상승 혹은 미약한 감소세를 보이나, 10위권 밖의 브랜드들은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 필리핀 색조 화장품 시장 점유율

단위 : %

CAGR

브랜드명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1

Maybelline

프랑스

8.3

7.9

8.7

8.8

9.8

4.2%

2

Ever Bilena

필리핀

8.2

7.6

7.2

6.8

6.1

-7.1%

3

Avon True

브라질

2.0

8.5

7.7

6.2

4.5

22.5%

4

San-San

캐나다

5.3

5.1

4.8

4.5

4.2

-5.6%

5

Mary Kay

미국

2.9

3.5

3.4

3.6

4.0

8.4%

6

Mac

미국

3.2

3.1

3.5

3.7

3.8

4.4%

7

Avon

브라질

8.5

7.6

6.5

5.1

3.3

-21.1%

8

L'ORÉAL Paris

프랑스

2.5

2.5

2.7

2.8

3.0

4.7%

9

IN2IT

태국

2.1

2.0

2.0

1.9

2.1

0.0%

10

Nichido

필리핀

2.4

2.3

2.2

2.1

1.9

-5.7%

11

Advance

필리핀

2.4

2.3

2.2

2.0

1.8

-6.9%

12

BYS Cosmetics

호주

1.8

1.8

1.8

1.8

1.8

0.0%

13

Nars

일본

1.3

1.3

1.4

1.5

1.7

6.9%

14

Careline

필리핀

2.5

2.3

2.0

1.9

1.6

-10.6%

15

Etude House

한국

1.6

1.7

1.7

1.6

1.6

0.0%

16

BeneFit

프랑스

1.3

1.4

1.4

1.4

1.5

3.6%

17

Revlon

미국

1.7

1.6

1.6

1.5

1.5

-3.1%

18

Max Factor

미국

1.5

1.4

1.3

1.3

1.5

0.0%

19

Shawill Cosmetics

필리핀

1.0

1.1

1.2

1.3

1.3

6.8%

20

Laura Mercier

일본

1.0

1.0

1.0

1.2

1.3

6.8%

(’16-’20)

출처 : 유로모니터 (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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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뷰티ㆍ퍼스널케어 제품 90.1%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

식료품 소매점 및 비식료품 전문점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아

-현대 식료품점: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할인점, 편의점 등

2020년 필리핀 뷰티ㆍ퍼스널케어 유통채널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90.1%

-전통 식료품점: 체인점이 아닌

가 점포기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9.8%의

개인 소유의 소규모 매장
비식료품 전문점
-헬스&뷰티 전문점: 드럭스토어,

제품은 방문 판매, 홈쇼핑, 온라인 판매의 형태로 유통되며, 0.2%는 비소매
채널을 통해 유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국, 화장품 전문매장 등
-기타: 비식품 전문 아울렛,
중고매장, 노점상 등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식료품 소매점의 점유율이 50.6%로 가장 높으며,

복합 소매점: 백화점

특히 현대 식료품점의 점유율은 2020년 들어 전년 대비 10.1% 성장한 49.
2%로 나타났다. 비식료품 전문점 중에서는 헬스&뷰티 전문점의 점유율이

● 비점포 소매

매년 감소하여 2020년에 24.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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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소매 채널

제품 판매를 주로 하는 소매점이

비점포 소매의 점유율은 점포 기반 소매와 달리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 중
직접 판매는 감소세를 보이며, 인터넷 소매의 점유율은 상승세를 보인다. 인
터넷 소매의 비중은 낮으나, 배달이 된다는 점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인해
매년 점유율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아닌, 헤어전문샵 등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의미함

[표 7] 필리핀 뷰티·퍼스널케어 유통채널 점유율
2016

2017

2018

2019

2020

점포 기반 소매

88.2

88.1

88.5

88.7

90.1

식료품 소매점

40.5

39.5

39.7

40.2

50.6

현대 식료품점

39.0

38.4

38.8

39.1

49.2

전통 식료품점

1.5

1.2

0.9

1.1

1.4

32.8

33.5

33.4

32.4

26.7

헬스&뷰티 전문점

30.4

31.0

30.7

29.5

24.8

기타

2.0

2.2

2.4

2.6

1.6

복합 소매점

15.0

15.0

15.4

16.1

12.8

비점포 소매

11.5

11.6

11.2

11.0

9.8

직접 판매

11.1

11.1

10.4

10.2

7.5

-

-

-

-

-

0.4

0.5

0.8

0.8

2.3

0.3

0.3

0.3

0.3

0.2

비식료품 전문점

홈쇼핑
인터넷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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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뷰티 매거진, 뉴스 매체, 커뮤니티
등 정보 수집원 38개를 활용하였다. 화장품 관련 카테고리 정보를 포함하여
뉴스매체의 경우 라이스프타일 내 화장품 관련 데이터를 추출 수집하였으며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8.01-2021.02’, 데이터 수집량은 21,299건에 달한다.

[표 1] 필리핀 화장품 빅데이터 수집 정보원
매체명
zee lifestyle
zcoop
Woman.PH
When in Manila
Vines
The Macho Mom
Taste.Company
Sun Star
Starstyle
Spot
Smart Parenting
Scout
Psst!
Project Vanity
Preview.PH
Pinoy Guy Guide
PHILSTAR
Philippine tatler
Philippine Entertainment Portal
PH Street Style
Pep
Omega
Modern Filipina
Megastyle Philippine
Medium
Marie France Phillippine
Lifestyle: ABS-CBN
Interakyson
Insideretail Philippine
Inside manila
Inquirer.net
H&M
FEMALE NETWORK
Esquire Phillipines
cosmopolitan Philippine
Candy Magazine
BDJ Box
8listt

13

사이트 주소
zeelifestylecebu.com
zcoop.zalora.com.ph
woman.ph
www.wheninmanila.com
ph.priceprice.com
www.kikaysikat.com
taste.company
www.sunstar.com.ph
www.starstyle.ph
www.spot.ph
www.smartparenting.com.ph
www.scoutmag.ph
www.psst.ph
www.projectvanity.com
www.preview.ph
www.pinoyguyguide.com
www.philstar.com
ph.asiatatler.com
www.pep.ph
www.phstreetstyle.com
www.pep.ph
mega.onemega.com
www.modernfilipina.ph
megastyle.ph
medium.com
www.mariefranceasia.com
lifestyle.abs-cbn.com
www.interaksyon.com
insideretail.ph
insidemanila.ph
lifestyle.inquirer.net
www.hm.com
www.femalenetwork.com
www.esquiremag.ph
www.cosmo.ph
www.candymag.com
bdjbox.com
8list.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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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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ipino) 등으로 구분된다.

[표 2] 필리핀 화장품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집
분류1

소비

제품

분류2

키워드 (예시)
공통

신조어

필리핀

라이프스타일

simple, authentic

blue beauty

asean

소비층

allergic, islamic

(-)

filipino

피부타입

dry, oily

(-)

(-)

피부고민

acne, aging

(-)

(-)

메이크업스타일

bold, glow, light

fake_freckle

glass_skin

소비시즌

black FRIDAY

(-)

lazada_birthday

규제

e commerce law

(-)

ccrr, ahcrs

품목

All in one, blush

(-)

(-)

브랜드

Aesop, ardell

(-)

car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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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ybar

홍보채널

blog, facebook

(-)

vioeno

홍보방법

beauty box

virtual shopping

(-)

한류

COSRX, Korean

(-)

blackpink

(-)

2022, next year

(-)

(-)

구축건수

1,9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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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천연 스킨케어

Homegrown, Céleteque,
Vegan, happy_skin

(cruelty_free)

2

홈케어 시장

Aesthetic, self_care,
face_yoga, sheet_mask,

(face_yoga)

3

가짜 화장품

Legally, Counterfeit,
Imitation, Banned

(-)

○

4

로컬 온라인 유통채널

Althea, Beautybar,
Beautymnl, Lazada_birthday

(-)

○

5

한국 메이크업 브랜드

K_Pop, blackpink, trendy,
etude, peripera, romand

(-)

○

6

투명한 피부

dewy, glass_skin, uneven,
song_hye_kyo, laneige

(glass_skin)

7

프리쥬비네이션(Prejuvenation)

anti_aging, prejuvenation,
millennial, collagen

(prejuvenation)

8

리얼 뷰티

campaign, dove,
love_yourself, self_esteem,

(self_esteem)

9

화이트닝

Whitening, mochi_skin,
hyaluronic_acid, hada_labo

(mochi_skin)

10

메이크업 세팅

long_lasting, makeup_fixer,
mask_proof

(mask_proof)

11

멀티유즈

multipurpose, all_in_one,
minimalism, colourette

(no_makup)

12

바디케어

body_care, butt_acne, bacne,
acne, salicylic_acid

(bacne)

13

인플루언서 메이크업

kylie_jenner, pony, vlogger,
careline, blythe_cosmetics

14

친환경

eco_friendly, conscious,
zero_waste, recycle, garnier

(zero_waste)

15

스쿠알란

Squalene, Oily skin,
negative

(Squalene)

16

각질 제거제

lactic_acid, mandelic_acid,
sugar, exfoliant, scrub

17

오일프리

oily, mattify, skin_balance,
salicylic_acid, oil_free

18

라이브커머스

Social_media, Tiktok,
Shopee, Livestream

19

가벼운 선스크린

sunscreen, spf, indoor,
lightweight, emulsion, kiehl’s

20

쿨링 제품

pore_control, blemish,
skin_temperature, cooling

① 신조어

② 미래연관

○

○

○

○
○
○
○
○
○
○

(-)

○

○

○
○
○

③ 국가 특징
○
(happy_skin)

○
(ecq)

○
(fake)

○
(beautymnl)

○
(etude)

(-)

○
(prejuvenation)

○
(skin_by_bys)

○

(-)

○

(-)

○

(-)

○

(-)

○

○
(blythe_cosmetics)

○

(-)

○

(-)

(-)

○

(-)

(-)

○

(-)

○

(-)

(-)

○

(-)

(-)

○

(-)

○

○
(Live_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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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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리핀 전문가 인터뷰 대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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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전문가명

전문가 이력

1

Cherubim Cassandra Paula Javier

뷰티 에디터

2

Jigs Mayuga

메이크업 아티스트

3

Nikki Paderna

피부과 전문의

4

Ginel Diaz

피부과 전문의

5

Nikki Soriano

뷰티 유튜버

6

Elaine Reyes

프리랜서 에디터

7

Diane Santos

뷰티 블로거

8

Danielle Ong

뷰티 블로거

9

Rojene Quintero

뷰티 블로거

10

Gabrielle Diaz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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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종 이슈 선정 결과
순번

Top 20 이슈

최종 이슈 Top 10

1

로컬 천연 스킨케어

2

최종 선정 여부
평가 점수

선정 여부

(14번1) 이슈 통합)

(-)

(-)

홈케어 시장

더마/클리닉 브랜드라면, 홈케어 공략

9.4 / 10

○

3

가짜 화장품

(4번 이슈 통합)

(-)

(-)

4

로컬 온라인 유통채널

화장품 온라인 시장의 향후 성장 방향

8.4 / 10

○

5

한국 메이크업 브랜드

필리핀 한류, 이제는 변해야 할 때

9.2 / 10

○

6

투명한 피부

(5번 이슈 통합)

(-)

(-)

7

프리쥬비네이션

멀티유즈 '프리쥬비네이션(Prejuvenationn)'

8.8 / 10

○

8

리얼 뷰티

(미선정)

8.0 / 10

(-)

9

화이트닝

(5번 이슈 통합)

(-)

(-)

10

메이크업 세팅

(미선정)

7.0 / 10

(-)

11

멀티유즈

(7번 이슈 통합)

(-)

(-)

12

바디케어

앞으로 성장할 필리핀 유망 바디케어 제품군

8.2 / 10

○

13

인플루언서 메이크업

셀럽 런칭 메이크업 브랜드, 탄탄해져야 성공한다.

9.0 / 10

○

14

친환경

천연 화장품 시장에서 친환경 화장품 시장으로

9.0 / 10

○

15

스쿠알란

(미선정)

8.2 / 10

(-)

16

각질 제거제

마스크네가 각질 제거제 소비에 미칠 영향

9.0 / 10

○

17

오일프리

(19번 이슈 통합)

(-)

(-)

18

라이브커머스

필리핀 소비자에게 딱 맞는 라이브커머스

8.2 / 10

○

19

가벼운 선스크린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선스크린 시장

9.4 / 10

○

20

쿨링 제품

(19번 이슈 통합)

(-)

(-)

1) 표 순번에 해당하는 이슈 번호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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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더마/클리닉 브랜드라면, 홈케어 공략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홈케어 제품 수요 증가
홈케어 소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전성과 낮은 효능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한 클리닉/더마 브랜드는 홈케어 시장 진출 청신호
2020년 초부터 시행된 필리핀의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필리핀 화장품
시장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특히, 지역 간 이동 금지 정책 시행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홈케어와 DIY 화장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개인 맞춤화’를 앞세운 페이셜 마스크, DIY 화장품 키트, 홈 페이셜 키트 등
다양한 홈케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으나, 일부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은
홈케어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우려를 표하여, 홈케어 제품들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동안은 필리핀의 홈케어 트렌드가 이어져, 안전성을 확보한 천연 성분 홈케어
제품의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가 이미지의 클리닉/더마
브랜드가 홈케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만큼 관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다.

22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1) 배경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코로나19, 필리핀 홈케어 시장의 성장 견인

⦁필리핀 정부, 팬데믹 중 모든 지역 간 이동 엄격히 제한
⦁ECQ부터 MGCQ까지, 총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시행
⦁가장 엄격한 ECQ와 MECQ 시행 시, 외출 전면 금지
2020년 3월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리핀 내 방역 정책, 즉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발표했다. 필리핀 당국이 제시한 방역 정책은 낮은 제한 정책
순으로 1) MGCQ, 2) GCQ, 3) MECQ, 4) ECQ, 총 4단계로 분류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 정책인 ECQ(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와 두 번째로 높은 MECQ(Modified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수정 및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가 시행되면 모든
사람의 이동과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그림 1] 2021 필리핀 4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방역 정책)

출처: 카마라얀(KAMALAYAN), ‘ECQ, MECQ, GCQ, and MGCQ: What’s the Differe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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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제도가 홈케어 시장 성장 견인
⦁클리닉이나 피부 관리실 소비층, 홈케어 시장으로 이동
필리핀 뷰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향후 홈케어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8명이 ‘ECQ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제도가 홈케어 시장 성장에
기여했다’라 답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홈케어 트렌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2022년 시장 전망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홈케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외출 제한 정책이 가장 많았다. 외출이 제한되며 기존에 클리닉이나 피부
관리실을 이용하던 소비층이 홈케어 시장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외출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를
하는 소비자도 증가했다고 예상했다.

[표 1] 현지 전문가의 ‘향후 필리핀의 홈케어 시장 전망’ 관련 답변
필리핀 뷰티 전문가
Cherubim
(프리랜서 에디터)

인터뷰 답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제도가 필리핀 내 홈케어 시장의 성장 가속화

Jigs Mayuga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외출 금지 정책(Stay-at-home Restriction)으로 인해 홈케어 비중 증가

아티스트)
Nikki Paderna

코로나19 이후 클리닉이나 피부 관리실 방문 대신

(피부과 전문의)

홈케어를 하는 소비자 증가

Ginel Diaz
(피부과 전문의)
Elaine Reyes
(프리랜서 에디터)
Diane Santos
(뷰티 블로거)
Rojene Quintero
(뷰티 블로거)
Gabrielle Diaz
(뷰티 블로거)

장기화된 외출 제한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홈케어 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홈케어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남

길어지는 거리 두기 정책으로 홈케어 트렌드 강화

팬데믹으로 인해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며 홈케어를 하는 소비자 증가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8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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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비자 10명 중 6명, 팬데믹 이후 홈케어 시작
⦁로레알 필리핀, 스킨·헤어케어 트렌드 홈케어로 확대될 것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팬데믹과 홈케어 유행’의 연관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9.2%가 ‘팬데믹과 홈케어 유행’의 연관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현지 전문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이동제한이
장기화되며 홈케어에 대한 유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로레알 필리핀의 지사장 수프리야 싱(Supriya Singh)은 ‘팬데믹으로 인해
필리핀의 뷰티 산업이 크게 변화했다’ 말하며,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트렌드가
홈케어 산업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해 피부 관리실이나 미용실 방문이
어려워지며,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또한, 싱은 ‘앞으로 가정용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제품군을 확대할 것’이라
언급하여, 향후 필리핀 내 홈케어 제품 수요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래프 1] 홈케어 유행이 팬데믹과 연관성이 높다에 대한 동의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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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홈케어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필리핀 뷰티 데이터 21,29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ECQ(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표기 편의상 ECQ로 표기함
● 주요 키워드

▶

강신호

약신호

시트 마스크

페이스 요가

ECQ

전문가 상담

Big Data Analytics : Homecare
빅데이터를 통해 필리핀의 홈케어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시트
마스크’와 ‘ECQ’가 강신호로 감지되었으며, ‘페이스 요가’, ‘전문가 상담’,
‘해로운’이 약신호로 감지되었다.

해로운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 ‘페이스 요가’가 독보적인 성장률을 보여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홈케어에 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단한 홈케어 방법인 ‘시트 마스크’의 성장률 또한 눈에 띈다.
반면, 홈케어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된 ‘전문가 상담’과 ‘해로운’ 키워드도
두각을 나타내 홈케어 시장의 성장과 동시에 이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우려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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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현황

▶

● 2022년 유행 예상 홈케어 품목

⦁현지 전문가가 생각하는 현지 유망 홈케어 품목은?

Ⅳ. 부록

2022년에 유행할 필리핀 홈케어 품목은?

⦁① 페이셜 마스크, ② DIY 화장품 키트, ③ 홈 페이셜 키트
필리핀 뷰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2022년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홈케어 품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페이셜 마스크’가
가장 유망한 품목이라 응답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페이셜 마스크’의 인기 요인으로 우수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꼽았으며, 시트 마스크, 워시오프 마스크 등 다양한 종류 또한
인기 요인으로 예상했다.
그 외 검증된 성분으로 만들어진 ‘DIY 화장품 키트’와 여러 홈케어 제품이
함께 들어있는 ‘홈 페이셜 키트’도 향후 인기를 끌 홈케어 품목으로
언급했다.

[표 2] 현지 전문가의 ‘2022년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홈케어 품목’ 관련 답변
필리핀 뷰티 전문가

언급 홈케어 품목

인터뷰 답변

Cherubim

페이셜 마스크,

시트 마스크 등 페이셜 마스크와

(프리랜서 에디터)

DIY 화장품 키트

DIY 화장품 키트 인기 예상

페이셜 마스크

접근성이 좋은 페이셜 마스크 수요 커질 것

Jigs Mayuga
(L'ORÉAL 메이크업 아티스트)
Ginel Diaz
(피부과 전문의)

홈케어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페이셜 마스크 가장 선호

Nikki Soriano

페이셜 마스크,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홈케어를 위한

(뷰티 유튜버)

DIY 화장품 키트

페이셜 마스크와 DIY 화장품 키트가 인기 끌 것

Elaine Reyes
(프리랜서 에디터)
Danielle Ong
(뷰티 블로거)
Rojene Quintero
(뷰티 블로거)
Gabrielle Diaz
(뷰티 블로거)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8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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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셜 마스크

홈 페이셜 키트

페이셜 마스크

DIY 화장품 키트

페이셜 마스크

클렌징 제품, 각질 제거제, 페이셜 마스크가 한 번에
들어있는 홈 페이셜 키트 유망함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페이셜 마스크가
가장 사용하기 좋음
검증된 성분으로 구성된
DIY 화장품 키트 인기 끌 것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워시오프 페이셜 마스크가 유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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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케어 기초 중의 기초, 페이셜 마스크

⦁현지 전문가, 가장 대표적인 홈케어 품목은 페이셜 마스크
⦁기본 시트 마스크부터 워시오프 마스크, 천연 성분 DIY 마스크까지
수요 품목 다양
다수의 필리핀 뷰티 전문가는 가장 대표적인 홈케어 품목으로 페이셜
마스크를 선정했다. 페이셜 마스크가 다른 홈케어 품목보다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 해당 품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셜 마스크의 종류가 다양하여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평가했다. 편리성을 추구한다면 시트 마스크를, 조금 더
전문적인 관리를 원한다면 워시오프 마스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꿀이나 오이 등 천연 성분으로 만든 DIY 마스크도 원하는 대로 성분을
조합할 수 있어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Expert Interview ]

“페이셜 마스크는 홈케어 제품 중 가장 사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 시트 마스크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도 쉽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Ginel Diaz / 피부과 전문의

“가장 대표적인 홈케어 품목은 페이셜 마스크입니다. 간편한 시트
마스크부터 각질 제거나 모공 관리를 위한 워시오프 마스크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 골라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Nikki Soriano / 뷰티 유튜버

“간편하면서도 효능이 좋은 워시오프 마스크가 가장 유망한 홈케어
품목이라 생각합니다. 향이 좋은 워시오프 마스크를 사용하면, 피부
관리실이나 스파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진정한 홈케어라 볼 수
있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일부 소비자들은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꿀이나 오이 등 각자 원하는
천연 성분을 사용해 직접 페이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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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 10명 중 5명, 페이셜 마스크 주 1회 이상 사용
⦁상대적으로 소득 높은 20-40대 소비자 응답률 높아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셜 마스크 사용 빈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8.6%가 일주일에 1회 이상 페이셜 마스크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0대가 52.4%로 홈케어를 위해
규칙적으로 페이셜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뒤를 이어 40대는 50.0%, 20대는 48.8%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으나, 1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41.0%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응답률이 가장 높은 30대는 40대 또는 20대와는
2.4-3.6%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지만, 10대와는 11.4%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10대 소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20-40대 소비자가
홈케어를 위해 규칙적으로 페이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 3] 페이셜 마스크 사용 빈도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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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 인기 페이셜 마스크 브랜드는?
러쉬(Lush), 이동 제한 기간 중 페이셜·바디 매출액 134% 성장
세븐스 헤븐(7th Heaven), 스파 컨셉으로 뷰티바 입점
영국 핸드메이드 화장품 브랜드 러쉬(Lush)는 홈케어로 유명한 많은
페이셜&바디 마스크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이동 제한 기간
중 한 제품이 전례 없는 매출 신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러쉬 필리핀의 마케팅 책임자 케시 타틀롱하리(Kesh Tatlonghari)는
“2021년 3월 ECQ가 재시행된 이후, 자사 ‘뷰티 슬립(Beauty Sleep)’
마스크 제품의 매출이 약 134% 성장했다”라고 발표했다.
‘잠들기 전 스킨케어 단계를 완성하는 #getyourbeautysleep’이라는

출처: 세븐스 헤븐(7th Heaven) 홈페이지
(my7thheaven.com)

슬로건과 함께, 이동 제한 기간 중 수면의 질이 떨어진 소비자들을 공략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셀프 스파’ 컨셉을 내세운 영국 페이셜 마스크 브랜드 ‘세븐스 헤븐(7th
Heaven)은 필리핀 화장품 전문 매장 뷰티바(Beauty Bar)에 입점했다.
세븐스 헤븐은 시트 마스크 뿐만 아니라 필 오프(Peel Off) 마스크,
워시오프 등 폭넓은 페이셜 마스크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림 2-3] 러쉬(Lush)의 뷰티슬립(Beauty Sleep) 제품 이미지와 홍보 이미지

출처: 러쉬(Lush) 필리핀 홈페이지(lush.co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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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 만들어 쓰는 DIY 화장품 키트

⦁필리핀 소비자 10명 중 6명, DIY 화장품 사용 경험 있다
⦁천연 성분 사용해 맞춤화된 립마스크 직접 만들기도
⦁만들기 쉬운 페이셜 마스크가 선호도 1위(32.6%)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DIY 화장품 사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9.9%가 최근 1년간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현지 전문가들 또한 향후 인기 홈케어 제품으로 페이셜 마스크와 함께 DIY

출처 :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화장품을 언급했다. 한 현지 전문가는 DIY 화장품이 ‘자신만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강조하며, 천연 성분을 사용해 직접 립마스크를 만든
자신의 경험을 인용하기도 했다.

● 선호 DIY 화장품 종류

선호 DIY 화장품 종류로는 립마스크, 워시오프 등 페이셜 마스크가
3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로션(18.4%),

토너(17.4%), 페이셜 크림(16.9%)이 뒤를 이었다.

출처 :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DIY 화장품 중 페이셜 마스크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로션,
토너, 페이셜 크림과 달리 비교적 만들기 쉽고, 장기간 보관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pert Interview ]

“실제로 꿀과 설탕, 올리브유, 시어 버터 등을 사용해 립마스크를 직접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정은 꽤 번거롭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DIY 화장품은 이처럼 원하는
성분만을 사용해 자신만의 맞춤형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Nikki Soriano / 뷰티 블로거

“페이셜 마스크는 DIY 화장품 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만들기 간단하고, 보통 사용할 때마다
만들기 때문에 상할 우려가 적어 재미 삼아 만들기도 좋습니다.”
Rojene Quintero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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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비자 중 56.7%, 직접 화장품을 만들 의향 있다
⦁현지 소비자 중 48.4%, DIY 화장품 키트 구매 의사 있다
화장품 성분 지식이 많은 30-40대 응답률 높아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7%가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8.4%는 ‘DIY 화장품 키트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했다.

출처 :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DIY 화장품 키트 구매 의사에 관한 설문조사의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40대가 56.1%로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반수(54.0%)의 30대 또한 DIY 화장품 키트 구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현했다. 반면, 구매 의사가 있는 10대와 20대는
각각 33.8%와 47.2%에 불과해 30-40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 의사를
보였다.
30-40대의 DIY 화장품 키트 구매 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은 10-20대보다
화장품 성분에 관한 관심이 높고, 관련 지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4] DIY 화장품 키트 구매 의사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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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화장품 사용 저해요인, 번거로움과 효능에 대한 불신
⦁현지 소비자, DIY 화장품 효능에 대한 확신 부족하다
⦁DIY 화장품, 기성품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 보유
필리핀 뷰티 전문가는 DIY 화장품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번거로움’과
‘효능에 대한 불신’을 언급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DIY 화장품은
만들기 번거롭고, 기성품보다 효능이 낮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5.0%가 ‘기성품보다 DIY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고 답했다.

● DIY 화장품 피부 관리에 효과적

동의 여부

또한, ‘DIY 화장품이 피부 관리에 효과적이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는 ‘중립’을 응답한 소비자가 48.6%로 나타나, 현지 소비자의
DIY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부 현지 전문가는 DIY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기성품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화장품 성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면 저렴한 가격에
효능이 좋은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출처 :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Expert Interview]

“DIY 화장품은 성분을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화장품을 만드는 대부분 소비자는 성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DIY 화장품에는 기성품보다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집에서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천연 성분을
사용한 만큼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매번 만들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물론 기성품들의 효능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DIY 화장품에
비해 비쌉니다. 만약 화장품 성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Diane Santos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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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 화장품 키트, 온라인 채널 위주로 유통
⦁화장품 전문 브랜드보다 DIY 제품 브랜드에서 개발한 출시 사례 다수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에 입점한 페이셜 마스크나 홈 페이셜 키트와 달리,
DIY 화장품 키트는 온라인 채널 위주로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리핀 DIY 키트 전문 브랜드 에이에스씨 맘케어스(ASC-MOM CARES)는
스킨케어, 헤어케어, 청소 용품 등 화장품부터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DIY 키트와 원재료를 판매하고 있다.
맘케어 필리핀은 알로에 베라, 장미수 등 천연 성분을 사용해 집에서도 쉽게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다.
미국 DIY 키트 전문 브랜드 그로우 앤 메이크(Grow And Make)도 천연
성분을 사용한 DIY 슈가 앤 솔트 스크럽 키트(DIY Sugar&Salt Scrub
Kit)를 출시했다.
이 스크럽 키트에는 아몬드유, 설탕, 바닷소금 등 스크럽 만들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들어있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6-7] 맘케어 필리핀(Momcare pH)과 그로우 앤 메이크(Grow And Make)의 DIY 화장품 키트 제품 이미지

출처: 맘케어 필리핀(Momcare PH) 홈페이지(momcaresph.com) / 그로우 앤 메이크(Grow And Make) 홈페이지(growandma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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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집에서도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홈 페이셜 키트

⦁현지 전문가,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홈 페이셜 키트 인기
⦁클렌징 제품 · 각질 제거제 · 페이셜 마스크 등 모든 홈케어 제품 포함
필리핀 뷰티 전문가는 홈케어에 필요한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홈
페이셜 키트’ 제품 또한 유망한 홈케어 품목으로 언급했다.
홈 페이셜 키트는 집에서도 체계적인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품들을 세트로 구성한 것으로, 현지 전문가는 별도 미용 기기나 도구
없이도 집에서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물론, 앞서 언급된 페이셜 마스크 단품이나 DIY 화장품 키트에 비해 비싼
것이 단점이지만, 클렌징 제품부터 각질 제거제, 페이셜 마스크까지 모든
홈케어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기에 높은 가격은 상쇄된다고 말했다.
또한, 스킨케어 브랜드나 전문가가 구성한 만큼 신뢰도도 높아서, 피부
관리실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원하거나 DIY 화장품의 안정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소비자층에게 충분히 유망한 분야라고 평가했다.

[Expert Interview ]

“홈 페이셜 키트는 별도 미용 기기나 도구가 없더라도 쉽게 전문적인
홈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페이셜 마스크나 DIY 화장품 키트도 홈케어에 적합하지만, 더욱
전문적인 관리를 원하거나 DIY 화장품 사용을 꺼리는 소비자를
공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세트 상품’인 만큼 페이셜 마스크 단품이나 DIY 화장품 키트보다
가격대가 높지만, 클렌징 제품부터 각질 제거제, 페이셜 마스크까지
홈케어에 필요한 모든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스킨케어 브랜드나 전문가가 엄선한 제품인 만큼 집에서도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하길 원하거나 부작용 등의 이유로 DIY 화장품
사용을 주저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35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홈 페이셜 키트 브랜드는?
피부 클리닉 루미니스(Luminisce), At-Home Kit 출시
닥터 데니스 그로스(Dr. Dennis Gross), At home Skin Care Kit
필리핀 피부 클리닉 루미니스(Lumininse)는 ‘앳 홈 키트(At-Home Kit)’라는
홈 페이셜 키트를 출시하여,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루미니스는 각질 관리부터 여드름 제거, 색소 침착 개선, 피부 탄력 관리,
안티에이징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키트를 판매하고
있으며, 필리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포라(Sephora) 필리핀에 입점한 미국의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
데니스 그로스(Dr. Dennis Gross) 또한 홈케어 트렌드에 발맞춰 홈 페이셜
키트를 출시했다.
피부 각질 관리를 주력으로 하는 클리닉 브랜드인 만큼, AHA/BHA가
포함된 클렌징 젤, 각질 제거제, 세럼으로 구성된 ‘알파 베타 클리닉-앳-홈
(Alpha Beta Clinic-At-Home)’을 출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림 4-5] 루미니스(Luminisce)와 닥터 데니스 그로스(Dr. Dennis Gross)의 홈 페이셜 키트 제품 이미지

출처: 루미니스(Luminisce) 홈페이지(luminisce.com) / 닥터 데니스 그로스(Dr. Dennis Gross) 홈페이지(drdennisgro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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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 시장,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성장세 완만해질 것

⦁홈케어 시장 전망 ‘새로운 트렌드로 안정 vs 이전으로 회귀’
⦁증가한 소비지식과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가 시장 성장 견인할 것
필리핀 뷰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홈케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했다.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은 홈케어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홈케어 시장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하
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홈케어의 인기는 여전할 것
으로 전망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팬데믹 이후 홈케어 시장현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홈케어 유행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사회
적 거리 두기 정책이 완화되면 홈케어의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의 홈케어 시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염병 기간 동안
빠르게 성장한 관련 소비지식과 증가한 인터넷 정보 커뮤니티는 관련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 현지 전문가 ‘향후 필리핀의 홈케어 시장 성장 가능성’ 관련 답변
긍정적 전망

부정적 전망

“홈케어는 저렴한 가격에 자신에게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장품 성분에 대한 양질의

“홈케어 트렌드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조금만 공부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홈케

확산세가 저지되면 홈케어의 인기도 줄어들 것입니다.

어 방법을 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홈케어의 효능이 좋아진다고 해도, 클리닉이나 피부 관리실의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저지되더라도 홈케어 트렌드는

전문성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Nikki Soriano / 뷰티 유튜버

“팬데믹이 홈케어의 인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
만, 유일한 성장 동력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필리핀에서는 꾸준
히 홈케어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코로나19 이후 시장이 안정
기에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홈케어가 필리핀에서 하나의 뷰티 트렌드로 자리 잡
아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홈케어 인기는 계속될 것입

“홈케어 트렌드는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트렌드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완화되어 피부
관리실 방문이 가능해진다면, 자연히 홈케어 수요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니다.”

Diane Santos / 뷰티 블로거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4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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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를 위한 홈케어 제품의 진출 컨셉은?

⦁현지 소비자가 홈케어 제품에 바라는 것은?
1순위 안전한 천연 성분 사용(71.1%)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한 제품 기대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홈케어 제품에 바라는 특징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1.1%가 ‘안전한 천연 성분 사용’을 꼽았다. 천연
성분 사용 외에는 편리성(60.4%). 개인 맞춤화 가능성(57.0%)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소비자는 홈케어 제품 구매 시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며, 사용
편리성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홈케어의 장점인 개인
맞춤화 가능성 또한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에서 홈케어 트렌드가 강세인 만큼, 천연 성분을 사용해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한 홈케어 제품을 통해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홈케어 제품에 높은 개인 맞춤화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제품 홍보
시 해당 키워드를 강조하는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 5] 홈케어 제품에 바라는 특징 또는 구매고려요소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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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이동제한과 높은 인플루언서 영향력,
● 태틀러 아시아(Tatler Asia)의

천연 성분 DIY 화장품 기사

현지 전문가 ‘DIY도 SNS 등 온라인 채널 홍보가 효과적’
⦁러쉬(Lush) 프레쉬 페이셜 마스크 인기, 홈케어 유행에 영향
⦁천연 성분을 사용한 DIY 홈케어, 현지 뷰티 매체를 통해 확산
필리핀에서는 외출 금지가 장기화되고, SNS 마케팅이 영향력 있는 만큼
오프라인 채널보다 SNS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가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혹시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아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나요?

필리핀 뷰티 전문가들은 현지 소비자들이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많이

외출이 꺼려지나요?

받는다고 언급하며,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페이셜 마스크 등 홈케어

집에서 당신만을 위한 페이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세요”
출처: 타틀러 아시아(Tatler Asia) 홈페이지
(www.tatlerasia.com)

제품을 노출해 많은 사람이 따라 했다고 답했다.
특히, 뷰티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홈케어 제품으로 러쉬(Lush) 프레쉬
페이셜 마스크가 유행한 덕에, 필리핀에서 러쉬가 홈케어 브랜드로 자리
잡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지 뷰티 매체들도 천연 성분을 사용한 홈케어 트렌드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타틀러 아시아(Talter Asia)는 ‘천연 성분을 사용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나만의 페이셜 마스크 만들기’라는 기사에서 제품 탐색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외출하지 말고 직접 페이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pert Interview]

“필리핀 소비자들은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스킨케어 루틴을 SNS에서 공유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들이 언급한 제품과 단계를 따라 홈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한동안 SNS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스킨케어 단계를 공개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러쉬(Lush)의 프레쉬 페이셜
마스크를 언급한 덕에 사람들이 따라 구매했고, 러쉬가 홈케어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Cherubim Cassandra Paula Javier / 프리랜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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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홈케어 시장 진출 시 주의사항은?

⦁홈케어 유경험 소비자 10명 중 3명, 부작용 경험 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한 브랜드 차원에서의 상세한 정보 제공 노력 필요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케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0.2%가 DIY 화장품이나 홈케어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전문가는 ‘홈케어를 한 뒤 피부 발진이 생겨 피부과를 방문한 사람들이
많다’라며 잘못된 홈케어로 인한 부작용이 사례가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자

출처 : 필리핀 소비자 414명 중,
DIY 화장품 또는 홈케어 유경험
소비자 24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신의 피부에 맞는 성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제품 사용법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사용하여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결론적으로, 홈케어 제품 브랜드라면 현지 소비자가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사용법이나 제품에 포함된 성분,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
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시장 내 긍정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Expert Interview]

“코로나19로 홈케어가 유행한 만큼, 부작용을 겪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제 피부과에도 집에서 만든 화장품을 사용해서 생긴 피부 발진이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홈케어는 성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채로 화장품을 만들거나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전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바로 얼굴에 사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미리 시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홈케어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차원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성분과 사용법,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Ginel Diaz / 피부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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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더마 브랜드라면, 홈케어 시장 진출 고려 필요
⦁루미니스(Luminisce), 트렌드 맞춰 홈케어 제품 라인업 출시
클리닉 기업 이미지로 제품 신뢰도 확보와 안전성 우려 해결
필리핀 현지 전문가는 ‘홈케어’ 제품이 전문성이나 효능이 낮다는 인식이
있지만, 전문성이 확보된 클리닉이나 더마 브랜드라면 홈케어 시장에

‘루미니스’는 기존 클리닉 이미지
덕분에 쉽게 신뢰를 얻었으며,

진출할 것을 제안했다.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났습니다.
‘루미니스’ 등 클리닉 브랜드가
홈케어 시장에 자리 잡은 만큼
다른 클리닉이나 더마 브랜드도

필리핀 피부 클리닉 브랜드 루미니스(Luminisce)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클리닉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자, 자사 피부 관리 비법을 담은 ‘앳
홈 키트’를 출시하였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루미니스의 앳 홈 키트에는 클렌저, 토너, 보습제, 크림부터 각질 제거제나

생각합니다.”

여드름 스팟 제품, 면봉까지 실제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모두

Ginel Diaz / 피부과 전문의

포함되어 ‘전문적인’ 제품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루미니스가
전문 클리닉인 만큼, 조금 비싸더라도 루미니스의 앳 홈 키트를 믿고
구매한다’라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현지 전문가는 루미니스의 앳 홈 키트를 언급하며, ‘클리닉의 전문성
이미지와 함께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
또한 해결하였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따라서 필리핀 홈케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전문성’ 이미지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클리닉이나 더마 브랜드라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도를
쉽게 높일 수 있기에 더더욱 필리핀 홈케어 시장에 진출할 것을 조언했다.

[그림 8] 루미니스(Luminisce)의 ‘앳 홈 키트(At Home Kit)’ 홍보 이미지

출처: 루미니스(Luminisce) 홈페이지(luminis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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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

화장품 온라인 시장의 향후 성장 방향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 정부 지원과 팬데믹 영향으로 급성장
화장품 구매 온라인으로 전환 ‘오픈 마켓 · 전문 온라인 쇼핑몰 강세’
온라인 마케팅 경쟁 심화, 시각적 자료 제공·소비자 후기 관리 필수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정책적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했으며, 향후 필리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필리핀 화장품 유통 트렌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픈 마켓과 현지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 구매 채널이
빠르게 전환되며, 플랫폼들도 각자 특징을 살려 홍보하며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 내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만연한 만큼, QR코드
정품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식 판매자임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가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한,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시각적
홍보 자료 제공과 소비자 후기 관리를 통해 필리핀 화장품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1) 배경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 가파른 성장세

⦁2016년, 필리핀 정부 ‘전자상거래 로드맵 2016-2020’ 발표,
2021년, 새로운 ‘전자상거래 로드맵 2022’ 공개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예상
필리핀 정부는 2016년 ‘필리핀 전자상거래 로드맵 2016-2020(Philippines
E-commerce Roadmap 2016-2020)’을 발표한 데 이어, 2021년에는 기존
로드맵을 수정한 ‘전자상거래 로드맵 2022’를 공개했다.
2016년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필리핀 전자상거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분의 협력에 힘쓰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5가지
성공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021년 발표된 ‘전자상거래 로드맵 2022’는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용하여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를 골자로 하여,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정의한다.
통상산업부 장관 라몬 로베즈(Ramon Lopez)는 ‘전자상거래 기업 수를
2020년 50만 개에서 2021년 75만 개, 2022년 100만 개로 늘릴
계획’이라 밝히며, 시장 규모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필리핀 내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표 1]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의 ‘전자상거래 로드맵 2016-2020(E-commerce Roadmap 2016-2020)’
번호
1
2
3

4
5

5가지 성공기준(5 Success Criteria)
10만 개 소규모 사업체의 전자상거래 도입
(100,000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oing E-commerce)
전체 인터넷 사용자 40-50.0%의 전자상거래 활용
(40-50.0% Of Internet Users Doing E-commerce
인터넷 보급률 및 속도 향상
(Fast and Competitive Internet Access)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제고
(Cybercrime Enforcement and Protection)
온라인 정부 시스템 구축
(Online and Connected Government; G2G, G2B, G2C, G2E)

출처: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홈페이지 (ecommerce.dti.gov.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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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필리핀 인구의 72.7% 인터넷 사용

필리핀 인터넷 보급률과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 2017-2020년 연평균 56.0% 성장

2020년 권역 평균 보급률

⦁상대적으로 매출 기여도 낮았던 퍼스널케어 및 식품 분야,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64.7% 성장
2020년 기준 필리핀의 인터넷 보급률은 동남아시아 권역 평균 69.0%보다
높은 72.7%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77.1%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동일 권역 대비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함께 필리핀의 전자상거래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

‘Internet user penetration 2017-2025
in South East Asia’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필리핀 디지털 시장 보고서(Philippines
Digital Market Outlook)’에 의하면,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 매출액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56.0% 성장했다. 2025년에는 80억
7,500만 달러(약 9조 5,85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퍼스널케어&식품 분야는 동일 기간 연평균 64.7% 성장하여,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액에서

퍼스널케어&식품

분야의

비중은

11.6%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3.7%로 늘어났으며 2025년에는 전체의 14.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프 1] 필리핀 전자상거래 전체 / 퍼스널케어&식품 매출액 2017-2025년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필리핀 디지털 시장 보고서(Philippines Digital Market Outlook)’,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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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한 화장품 온라인 소비
현지 전문가, 화장품 온라인 시장은 지금이 가장 호황이다
필리핀 뷰티 전문가들은 필리핀 화장품 온라인 시장에 대해 ‘팬데믹과
함께 호황을 맞이했다’라 평가하며, 향후 화장품 온라인 시장 성장
가능성에도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펜데믹 이후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어려워져 화장품의 온라인 구매가
반사적으로 증가했으나, 점차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만의 장점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간편한 가격 비교, 우수한 구매 접근성, 다양한 제품 선택지 등 장점은
계속해서 온라인 구매를 촉진할 것이며, 향후 온라인 채널로의 전환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표 2] 현지 전문가의 ‘화장품 온라인 시장 성장’ 관련 답변
필리핀 뷰티 전문가

화장품 온라인 시장 성장에 관한 의견

Cherubim Cassandra Paula Javier

안전상의 이유로 외출이 제한되자

(프리랜서 에디터)

집에서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로 전환

Jigs Mayuga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연스럽게 온라인 구매량 증가

Nikki Paderna

간편한 제품 정보 수집, 가격 비교 등 온라인 쇼핑만의 장점 인지함,

(피부과 전문의)

향후 화장품 온라인 구매 증가 계속될 것

Ginel Diaz

오프라인 구매가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온라인 채널 성장 불가피,

(피부과 전문의)

특히 화장품의 경우 다양한 제품들의 구매 접근성이 좋아져 시장 호황

Nikki Soriano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한 온라인 채널로 다수 전환,

(뷰티 유튜버)

앞으로도 화장품 온라인 시장 성장할 것

Elaine Reyes

뷰티 마닐라(Beauty MNL) 등 현지 화장품 전문 온라인 채널의 성장과

(프리랜서 에디터)

화장품 브랜드의 오픈 마켓 공식 입점 등으로 구매 접근성 향상

Diane Santos

오프라인 채널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온라인 채널로의 전환은 당연,

(뷰티 블로거)

팬데믹으로 인해 성장 가속화

Danielle Ong

과거 온라인 채널에 대한 불신과 비싼 배송비로 인해 구매를 꺼렸으나,

(뷰티 블로거)

외출 제한 이후 화장품 온라인 구매가 큰 인기를 얻음

Rojene Quintero

온라인 채널의 편리함에 소비자들이 익숙해지면서,

(뷰티 블로거)

더욱 가파른 성장세에 있음

Gabrielle Diaz

오프라인 매장보다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하여 선택권 넓음,

(뷰티 블로거)

특히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구매가 편리함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10명 인터뷰 결과 취합

45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오프라인 매장 방문 금지,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그래프 2] 전자상거래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필리핀 뷰티 데이터 21,29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

강신호

약신호

뷰티바

가품

Big Data Analytics : E-commerce
빅데이터를 통해 필리핀의 전자상거래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금지된’, ‘복제품’, ‘가품’ 등 불법 유통과 관련된 키워드와 ‘뷰티바’, ‘알테아’,

금지된

‘쇼피’ 등 온라인 쇼핑몰이 강신호와 양식호로 감지되었다.

복제품
알테아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는 ‘가품’이 높은 성장률을 보여 필리핀 내 온라인

불법적으로

쇼핑의 저해요인으로 ‘가품’ 관련 시장의 성장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뷰

쇼피

티바’, ‘알테아’ 등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도 기대된다.
키워드 점유율 측면에서는 필리핀의 대표 화장품 온라인 유통 판매처인
‘왓슨스’ 등이 눈에 띄어 앞으로도 필리핀 화장품 온라인 유통의 영향세가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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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화장품 온라인 시장 선도 쇼핑몰은?

⦁2021년 필리핀 B2C 전자상거래 트래픽 수 Top 10,
뷰티&퍼스널케어 전문 쇼핑몰만 3개 진입
아이프라이스(iPri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월간 트래픽
기준, 필리핀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Top 10 내 3개 쇼핑몰이 ‘뷰티&퍼
스널케어’ 전문 쇼핑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1분기에는 ‘뷰티마닐라(BeautyMNL)’와 ‘세포라(Sephora)’ 2개만
자리했으나, 2021년 ‘퍼퓸-필리핀(Perfume-Philippines)’이 순위권에 들며
Top 10 내 뷰티&퍼스널케어 쇼핑몰이 3개로 늘어났다.
또한, 2021년에는 ‘뷰티마닐라’와 ‘세포라’의 순위도 2019년보다 순위가
각각 한 단계씩 상승하여, 화장품의 온라인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2019/2021년 필리핀 전자상거래 사이트 순위(트래픽 기준)
2019년
순위

사이트명

분류

1

라자다
(Lazada)

오픈 마켓

2

쇼피
(Shopee)

3

2021년
트래픽

트래픽

순위

사이트명

분류

2,514만 9,100

1

쇼피
(Shopee)

오픈 마켓

5,460만

오픈 마켓

1,540만 8,500

2

라자다
(Lazada)

오픈 마켓

3,828만 6,700

자로라
(Zalora)

패션

146만 2,500

3

자로라
(Zalora)

패션

177만 3,300

4

아르고몰
(Argomall)

전자제품

72만 4,400

4

뷰티마닐라
(BeautyMNL)

뷰티&퍼스널케어

49만 5,300

5

뷰티마닐라
(BeautyMNL)

뷰티&퍼스널케어

61만 100

5

갈레온
(Galleon)

사무용품

27만 600

6

CJ 오쇼핑
(CJ Oshopping)

홈쇼핑

25만 600

6

플라워스토어
(Flowerstore)

꽃, 식물

21만 300

7

갈레온
(Galleon)

사무용품

24만 3,000

7

킴스토어
(Kimstore)

전자제품

12만 1000

8

유파운드잇
(Youpoundit)

전자제품

13만 1,700

8

유바이
(Ubuy)

오픈 마켓

8만 5,400

9

제우스
(Zeus)

패션

10만 3,600

9

세포라
(Sephora)

뷰티&퍼스널케어

8만 5,000

10

세포라
(Sephora)

뷰티&퍼스널케어

10만 3,000

10

뷰티&퍼스널케어

7만 5,800

(월간 방문자 수)

퍼퓸-필리핀
(Perfume-Philippines)

출처: 아이프라이스(iPrice), ‘Leading e-commerce websites Philippines by monthly web visits’, 2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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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비자 선호 화장품 온라인 쇼핑 채널은?
1순위 오픈 마켓(64.3%), 2순위 화장품 전문 쇼핑몰(21.7%)
⦁현지 전문가, 필리핀 소비자 전문 쇼핑몰보다 저렴한 오픈 마켓 선호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호 온라인 쇼핑 채널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3%가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 오픈 마켓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뷰티마닐라(BeautyMNL), 뷰티바(BeautyBar) 등 화장품 전문

출처 :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쇼핑몰(21.7%)과 페이스북(Facebook) 등 SNS 플랫폼(19.6%)에서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전문가는 오픈 마켓의 높은 선호도에 대해 ‘저렴한 가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화장품 전문 쇼핑몰보다 오픈 마켓이 가격 비교가 쉽고, 같은
제품이라도 저렴하게 유통된다는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신뢰도의 문제로 오픈 마켓 구매를 꺼렸으나 최근
브랜드들이 오픈 마켓에 공식 입점하면서 가품 구매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SNS 플랫폼은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제품을 접하기엔 쉽지만, 결제
편리성이나 고객 서비스가 쇼핑 전문 플랫폼들에 비해 부족하여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Expert Interview ]

“현지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로 쇼피나 라자다 같은
오픈 마켓을 활용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오픈 마켓에서는 뷰티MNL이나
뷰티바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가품이 다수 유통되어 사람들이 온라인 구매
자체를 꺼렸으나, 이제는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직접 쇼피나 라자다에
공식 판매처를 운영하여 그럴 걱정은 줄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스토어에서도 화장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결제
과정이나 환불, 교환 등 고객 서비스가 전문 쇼핑몰보다 부족합니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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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 구매, 이제는 쇼피와 라자다에서

⦁왓슨스(Watsons)로 판매 채널 국한되었던 한국 브랜드,
온라인을 통해 쇼피 · 라자다로 입점 매장 확대
⦁판매 채널 다양화로, 필리핀 소비자 구매 접근성 개선
필리핀 뷰티 전문가는 한국 화장품의 판매 채널이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픈 마켓으로 확장되며,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고 답했다.
과거 한국 등 수입 화장품 브랜드의 판매 채널은 왓슨스(Watsons)나
세포라(Sephora)로 한정되어 있고, 입점 브랜드가 적어 구매 접근성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픈 마켓 리셀러(Reseller)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한국 화장품의 온라인 구매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브랜드들이

쇼피(Shopee)와

라자다(Lazada)에

공식

입점하면서 구매 접근성과 판매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개선되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스알엑스(COSRX), 롬앤(Rom&nd) 등 많은 브랜드가
공식 매장을 운영하여 해당 플랫폼에서는 믿고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pert Interview ]

“왓슨스나 세포라에서 구매할 수 없던 브랜드들이 쇼피와 라자다에
입점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구매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리셀러(Reseller)에 대한 불신으로 오픈 마켓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았으나, 최근 코스알엑스(COSRX), 롬앤(rom&nd), 라네즈
(Laneige) 등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쇼피에 공식 입점하면서 마음
편히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그림 1-3] 쇼피(Shopee) 필리핀 내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공식 매장

출처: 쇼피(Shopee) 필리핀 홈페이지 (shope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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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 오픈 마켓 입점 후 구매 접근성 향상
오픈마켓, 제품 탐색 어렵지만 저렴한 가격이 장점
⦁쇼피 · 라자다, 한국 판매자 적극 지원하겠다 발표
필리핀 현지 전문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화장품 인기가 더 높아졌다.’
며, 그 원인을 오픈 마켓 입점에 따른 구매 접근성 향상으로 파악했다.
오픈 마켓은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보다 가격 비교가 쉽고 판매
가격이 저렴하여 필리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화장품 구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제품 분류가 최적화되지 않고, 같은 제품을 여러

출처: 라자다(Lazada) 홈페이지
(lazada.com.ph)

판매자가 판매하여 제품 탐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복잡한 제품 목록에서 페이지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할인, 증정
등 프로모션과 시각화된 마케팅 자료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쇼피(Shopee)와 라자다(Lazada)는 화장품을 비롯한 한국 제품이
인기를 끌자, 상생 측면에서 한국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시한 지원책에는 물류 서비스 비용 감면, 플랫폼 이용료 및
보증금 전면 면제 등 시스템 전반이 포함되어 앞으로 오픈 마켓 내 한국
화장품 판매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쇼피(Shopee) 코리아의 한국 브랜드 입점 안내 이미지

출처: 쇼피(Shopee) 코리아 홈페이지 (shope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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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현지 플랫폼 등장

⦁필리핀 인기 온라인 뷰티 및 퍼스널케어 전문 쇼핑몰,
왓슨스(Watsons)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현지 플랫폼으로 전환
⦁뷰티마닐라(BeautyMNL), 뷰티바(BeautyBar),
MUP 스토어(MUP Store) 등 현지 온라인 쇼핑몰 급성장
필리핀 뷰티 전문가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쇼피와 라자다 등 오픈 마켓의
선호도가 높긴 하지만, ‘뷰티&퍼스널케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의 수요는 여전하다고 전했다.
화장품 외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오픈 마켓과 달리, ‘뷰티&퍼스널케어’에
특화된 온라인 쇼핑몰들은 각자 특징을 살려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왓슨스(Watsons), 세포라(Sephora)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현지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전문가는 글로벌 플랫폼 대신 뷰티마닐라(BeautyMNL), 뷰티바
(Beauty Bar), MUP 스토어(MUP Store; Make Up Pro Store) 향후
필리핀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pert Interview ]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현지 온라인 쇼핑몰들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뷰티&퍼스널케어 분야에서는 ‘뷰티마닐라(BeautyMNL)’가
대표적이며,

‘뷰티바(BeautyBar)’나

‘MUP

스토어(MUP

Store)’도

전문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현재 화장품 온라인 시장에서 오픈 마켓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것은
사실이나, 화장품 전문 쇼핑만의 전문성과 세분화된 제품 분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전문 쇼핑몰은 오픈 마켓보다 제품을 비싸게 판매하지만, 제품당
한 판매자만 있어 제품 탐색 시간이 적게 듭니다. 또한, 오픈 마켓에
입점한 브랜드들보다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Jigs Mayuga /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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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뷰티마닐라(BeautyMNL),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된 온라인 플랫폼
세분화된 제품 분류로, 이용자 관점에서 탐색이 편리한 부분이 강점

출처: 뷰티마닐라(BeautyMNL) 홈페이지
(beautymnl.com)

2014년 출시된 뷰티마닐라(BeautyMNL)는 2021년 기준 필리핀 온라인
‘뷰티&퍼스널케어’ 전문 쇼핑몰 중 가장 높은 트래픽 수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이다.

● 전문가 인터뷰

“전자상거래 기업으로서
뷰티마닐라의 빠른 성공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구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Rojene Quintero / 뷰티 블로거

현지 전문가는 뷰티마닐라의 성공은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된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했다. 뷰티마닐라는 필리핀의 ‘뷰티&퍼스널케어’
쇼핑몰 중 소비자 후기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플랫폼이다.
필리핀 소비자들은 화장품 구매 시 다른 사람의 추천 또는 후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자 후기가 많이 누적되어있으면,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정보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뷰티마닐라는 제품 분류가 세분화되어있고 페이지 구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소비자 관점에서 탐색이 편리하다. 제품이 모호하게
분류되거나 정보 수집이 어려우면 제품 탐색 시간이 길어져 쇼핑 경험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주목할 브랜드(Featured Brands)’, ‘디 에디트(The Edit)’ 등 특집
항목을 구성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그림 5-6] 뷰티마닐라(BeautyMNL)의 스킨케어 제품 분류 페이지 및 특집 항목 이미지

출처: 뷰티마닐라(BeautyMNL) 홈페이지 (beautymn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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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뷰티바(BeautyBar), 2011년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 확장
모기업 SSI는 ‘전자상거래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 발표
1999년

출처: 뷰티바(BeautyBar) 홈페이지
(beautybar.com.ph)

시작된

뷰티바(BeautyBar)는

‘프리미엄’을

표방하는

현지

뷰티&퍼스널케어 유통 채널이다. 뷰티바는 현재 필리핀 전역에 20여 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2011년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을 확장했다.
뷰티바에는 주로 중ㆍ고가 브랜드가 입점해있으며, 디어 클레어스(dear,
Klairs), 네오젠(Neogen), 코스알엑스(COSRX) 등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들도
다수 입점해있다.
필리핀 대표 수입ㆍ유통사이자 뷰티바의 모기업인 SSI는 전자상거래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설정하며, 자사 포트폴리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SSI 그룹의 회장 안톤 후앙(Anton Huang)은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50% 감소했다’라고 언급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오프라인 매장과의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전자상거래 매출을 전체의 15.0%까지 성장시키고, 향후 온ㆍ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림 7] 뷰티바(BeautyBar)의 메인 페이지 이미지

출처: 뷰티바(BeautyBar) 홈페이지 (beautybar.co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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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MUP 스토어(MUP Store), 전문가를 위한 프리미엄 유통 플랫폼
화장품부터 도구, 관련 서적까지...전문성 컨셉으로 차별화 시도
MUP 스토어(MUP Store)는 ‘전문가를 위한 프리미엄 화장품 쇼핑몰’이라는

출처: MUP 스토어(MUP Store) 홈페이지
(mupstore.com)

컨셉을 가진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다. MUP 스토어는 2010년
페이스북 스토어(Facebook Store)에서 시작되었으나, 플랫폼 확장을 위해
2015년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MUP 스토어는 앞서 언급된 뷰티마닐라, 뷰티바와 달리 ‘프리미엄’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데에서 차별화된다. 5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있으며,
‘홀리카홀리카(Holika Holika) 등 한국 로드샵 브랜드부터 ‘비제아르(Viseart)’
등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까지 취급하는 제품군이 다양하다.
또한,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등 화장품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용 브러쉬
등 관련 도구와 메이크업 전문가를 위한 서적도 판매하고 있다. MUP
스토어 내 제품들은 일반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목표 소비층이 ‘전문가’ 또는 ‘화장품 애호가’로 명확한 편이다.
다만,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소비자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쇼핑몰들과
달리, 제품별 후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분석된다.

[그림 8] MUP 스토어(MUP Store)의 메인 페이지 이미지

출처: MUP 스토어(MUP Store) 홈페이지 (mupst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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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테아(Althea)

⦁알테아(Althea), 동남아시아 내 한국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홍보
2015년 설립된 알테아(Althea)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K-뷰티 직구 플랫폼이다.

출처: 알테아(Althea) 필리핀 홈페이지
(ph.althea.kr)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라는 슬로건 하에
필리핀에 2016년 진출했으며, 현재까지도 대표적인 K-뷰티 온라인
쇼핑몰로 손꼽힌다.
알테아는 999페소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최저가보상, 정품보상, 무료
반품 등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시장 선점에 주력했다.
또한, 할인코드 배포, 무료배송 서비스 등 판촉을 통해 고객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인스타그램 릴스(Instagram Reels)에 판매 중인 스킨케어 제품 사용법을
공유하거나, 퀴즈 및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여 자사 쇼핑몰을 홍보하고 있다.

[그림 9] 알테아(Althea)의 메인 페이지 이미지

출처: 알테아(Althea) 필리핀 홈페이지 (ph.alth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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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화장품 시장의 진입장벽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화장품 온라인 쇼핑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현지 소비자의 화장품 온라인 구매 저해요인은?
1순위 가품 구매 우려(68.1%)

진입장벽

응답자

가품, 덤핑 등 부정유통
(Illegal Distribution)

8명

비건, 유기농 등 인증
(Certification)

6명

‘QR코드 정품인증 시스템 도입 및 공식 판매자 명시’ 시행

성분 등 법적 규제
(Legal Regulation)

5명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화장품 온라인 구매 저해요인’을 조사한

관세
(Tariff)

5명

브랜딩
(Branding)

3명

⦁현지 전문가, 필리핀 화장품 온라인 시장의 진입장벽은 부정 유통
⦁필리핀 진출 한국 화장품 브랜드, 부정유통 근절하기 위해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1%가 가품 구매 가능성을 꼽았다. 그 외에는 높은
배송비(46.9%), 긴 배송기간(31.9%) 등 배송 서비스가 온라인 구매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필리핀 뷰티 전문가 10명 인터뷰 결과
취합 / 중복 응답

필리핀 뷰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도 현지 화장품 시장의 진입장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가품, 덤핑 등 부정유통
가능성’을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선택했다.
현지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큰 투자를 시작하여 전보다
부정유통 사례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QR코드 정품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공식 판매자임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부정유통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프 3] 화장품 온라인 구매 저해요인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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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QR코드 정품인증 시스템
엑시스와이(AXIS-Y), QR코드 활용한 정품인증 시스템 도입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엑시스와이(AXIS-Y)는 2021년 소비자들이 자사 인기
제품의 정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정품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제품 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엑시스와이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들일 수 있도록, 2021년

출처: 쇼피(Shopee) 필리핀 내

말까지 모든 제품에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밝혔다.

‘이즈앤트리 클리어 스킨 PHA 슬리핑
마스크’ 소비자 후기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이즈앤트리(Isntree)도 QR코드 정품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품 구매를 방지하고 있다.
쇼피(Shopee)에서 이즈앤트리 제품을 구매한 한 소비자는 ‘제품에 인증
코드가 붙어있어 개봉 전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 언급하며,
인증된 제품이라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현지 전문가는 ‘QR코드를 활용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제품 만족도도 높아진다’라고
강조하며, 화장품 브랜드들에 정품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

[그림 10-11] 엑시스와이(AXIS-Y)의 QR코드를 활용한 정품인증 시스템 홍보 이미지

출처: 엑시스와이(AXIS-Y)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axisy.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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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식 판매자 여부 명시
현지 전문가, ‘오픈 마켓 판매 시, 브랜드 공식 판매자임을 명시할 것’

“정부와 기업은 소비자들이
부정유통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
Diane Santos / 뷰티 블로거

브랜드 페이지 내 공식 입점한 플랫폼 공개도 도움 될 것
필리핀 뷰티 전문가들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쇼피, 라자다 등 오픈 마켓
입점 시 브랜드 공식 판매자임을 명시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오픈
마켓에서 브랜드 공식 판매자를 이용하는 것이 정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 라자다(Lazada) 이니스프리(Innisfree)

공식 판매 플래그십 스토어 페이지

쇼피와 라자다에 입점한 한국 브랜드 공식 판매자들은 ‘공식 매장(Official
Store)’,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등 라벨을 별도 표기하고 있다.
또한, 제품 판매 페이지에도 공식 판매처와 정품인증 이미지를 삽입하여
소비자 혼돈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오픈 마켓 외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입점 쇼핑몰 목록을 기재할 것을 권장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브랜드에서 파트너사를 직접 공개한다면, 소비자들이 부정유통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매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라자다(Lazada)
이니스프리 플래그십 스토어 페이지
(lazada.com.ph/shop/innisfree)

엑시스와이(Asix-Y)는 자사 홈페이지 내 ‘파트너사(Our partners)’에 국가별
공식 입점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다. 디어 클레어스(dear, Klairs)도 공식
입점한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밝히며, 해당 플랫폼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림 12-13] 엑시스와이(Asix-Y)와 디어 클레어스(dear, Klairs)의 공식 입점 플랫폼 목록

출처: 엑시스와이(Asix-Y) 홈페이지 (axis-y.com) / 디어 클레어스(dear, Klairs) 홈페이지 (klairscosmet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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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화장품 온라인 판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현지 전문가, 시각적 자료 및 소비자 후기 관리가 성공 요인

● 전문가 인터뷰

⦁화장품 온라인 마케팅 경쟁 심화, 브랜드 특징 살린 전략 도입 필요

“전자상거래로 유통 트렌드가
전환되는 지금, 온라인 마케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장점과
각 브랜드 특징을 융합한
마케팅 전략 도입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뷰티 전문가들은 화장품 온라인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선 제품과
어울리는 시각적 자료 제공과 소비자 후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플랫폼의 마케팅이 더욱 다양하고 경쟁이
치열하여, 각 브랜드 특징을 살린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igs Mayuga /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선, 소비자들이 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각적 자료를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명인 협찬, 대가성 광고
등 단발성 마케팅보다는 장기적으로 브랜드 신뢰도 구축을 위한 소비자
후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표 4] 현지 전문가의 ‘화장품 온라인 마케팅 성공 요인’ 관련 답변
필리핀 뷰티 전문가

화장품 온라인 마케팅 성공 요인

Cherubim Cassandra Paula Javier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미지(썸네일; Thumbnail),

(프리랜서 에디터)

제품 목록에서 눈길을 끌어야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음

Jigs Mayuga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아티스트)
Nikki Paderna

눈에 띄는 홍보 자료는 판매자 간 차별화 요소,

(피부과 전문의)

따라서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동영상 등 시각 자료 활용이 중요함

Nikki Soriano

온라인에서 신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홍보 이미지가 큰 영향을 줌,

(뷰티 유튜버)

처음 보는 만큼,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 필요함

Elaine Reyes
(프리랜서 에디터)

제품별 컨셉을 잘 나타내는 홍보 자료와 포장 디자인이 중요함

Diane Santos

생소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은 긍정적인 소비자 후기,

(뷰티 블로거)

협찬이나 대가성 광고보다는 다수 소비자 후기의 신뢰도가 더 높음

Danielle Ong

제품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공인이나 소비자 후기가 필요함,

(뷰티 블로거)

다만, 협찬 사례가 많을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에 주의할 것

Rojene Quintero

지인 추천 또는 소비자 후기가 좋은 제품을 주로 구매하기 때문에

(뷰티 블로거)

소비자 후기 관리가 중요함

Gabrielle Diaz

홍보 이미지나 포장 디자인이 눈에 띈다면, 제품을 찾아보게 됨,

(뷰티 블로거)

인증 취득 등 강조할 부분은 잘 보이게 표기할 것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9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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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썸네일과 홍보 이미지 등의 시각적 요소 차별화
숏폼(Short Form), 사용 전후 이미지 극대화를 통한 홍보
필리핀 뷰티 전문가는 경쟁 제품 사이에서 눈에 띄도록 시각적 요소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온라인 플랫폼 내 ‘썸네일(Thumbnail; 대표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오픈 마켓의 경우 판매자별로 썸네일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페이지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제품 특징과 마케팅

출처: 라자다(Lazada)
그리니카(Greenika) 제품 판매 페이지

포인트를 알 수 있는 이미지가 오픈 마켓에 적합한 썸네일이라 여겨진다.

(lazada.com.ph/shop/greenika)

썸네일 외 판매 페이지 내 홍보 이미지도 화장품 온라인 마케팅에서
중요하다.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제품을 직접 사용해볼 수 없어, 최대한
자세하게 제품 정보를 동영상, 사진 등에 담아내야 한다.
일부 브랜드들은 제형과 사용감을 담아낸 숏폼(Short Form; 짧은
동영상)이나 사용 전후 이미지, FDA 인증 취득 여부를 홍보 이미지에
활용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는 화장품의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해야
하는 만큼, 브랜드 및 제품에 맞는 적절한 시각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림 14-16] 썸바이미(SOME BY MI)의 제품 홍보 이미지

출처: 쇼피(Shopee) 썸바이미(SOME BY MI) 판매 페이지 (mall.shope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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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발성 유명인 마케팅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소비자 후기 관리 중요
● 전문가 인터뷰

“유명인 협찬이나 대가성 광고는
생소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구매한 소비자 후기, 신뢰도 향상에 효과적
현지 소비자, 긍정적인 후기가 많아야 제품 구매
일부 뷰티 전문가는 소비자 후기가 화장품 온라인 마케팅 성공을 결정한다고
말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후기 관리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나치면 브랜드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Danielle Ong /뷰티 블로거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홍보는 초기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나, 유명인
이미지에 브랜드가 가려지거나, 섭외 비용이 많이 들어 오히려 브랜드에 부
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현지 전문가는 ‘협찬 또는 대가성 광고가
지나치게 많아도 구매 욕구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자제해야 한다’라고 덧

● 뷰티마닐라(BeautyMNNL) 내

붙였다.

이니스프리(Innisfree)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판매 페이지

반면, 긍정적인 소비자 후기는 많을수록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최종 구매로
까지 이끌 수 있다. 실제로, 뷰티마닐라(BeautyMNL)의 인기 제품 ‘이니스프리
(Innisfree)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는 2021년 10월 기준 소비자 후기가 1,600여
개에 달한다. 소비자 후기 중 다수는 ‘좋은 후기가 많아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여,다른 사람의 후기가 구매에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
석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최종 구매 유도를 위해 온라인 쇼
핑몰 내 후기 관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브랜드 차원에서 후기 축적 및 관

출처: 뷰티마닐라(BeautyMNL) 홈페이지

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eautymnl.com)

[표 5] 뷰티마닐라(BeautyMNNL) 내 이니스프리(Innisfree)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소비자 후기

소비자

“두 번째로 사용하는 미네랄 파우더입니다.

후기 1

좋은 후기가 많아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후기 2

“제품이 비싼 것을 알고 있고, 살 생각이 없었으나
좋은 후기가 많아서 제품을 구매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좋은 후기는 사실입니다.”

출처: 뷰티마닐라(BeautyMNL) 내 이니스프리(Innisfree)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판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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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필리핀 한류, 이제는 변해야 할 때
한국 음악 · 드라마 · 영화 등 한류가 이끈 K-뷰티 인기
메이크업 색상군 확대, 입소문 마케팅 통한 소비층 확보 필요
현재 필리핀에서는 K-뷰티의 영향력이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이돌 뿐 아니라 드라마 속 연예인들의 사용
제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한류가 이끄는 ‘한국 화장품'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제품군 별 선호도 측면에서 한국 메이크업 제품은 스킨케어 제품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지 소비자에게 맞는 더
다양한 색상의 메이크업 제품을 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 금액과 위험 부담이 높은 '한류 스타 마케팅'에 의존하기보다는
'인플루언서' 모델을 기용하거나 입소문 마케팅(Word of Mouth)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트렌드나 SNS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의 추천이나 입소문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해당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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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스포티파이(Spo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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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이 이끄는 필리핀 내 한류

⦁필리핀 소비자 62.1%, K-팝 즐겨 들음...10-20대 비율 높아
⦁2021년 7월, 필리핀 음악차트 Top 5 내 K-팝 2개 진입
필리핀 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가 ‘K-팝(K-Pop)’을 즐겨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68.7%), 20대(65.9%)의
선호도가 높으며, 10대 응답자의 47.0%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K-팝 선호도가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기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디지털 음악 서비스기업 스포티파이(Spotify)는
2017년 1월-2019년 6월까지 130주 동안 K-팝 그룹 또는 아티스트가
필리핀 ‘주간 Top 200(Weekly Top 200)’에 올라온 총횟수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곡이, 2019년에는 12곡이
상위권에 진입하였다. 인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 2021년 7월에는 ‘Top
50’ 차트의 Top 1과 Top 5를 달성하기에 이른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스포티파이 순위를 종합해보면 필리핀에서 K-팝의 인기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프 1] 한국 노래 청취 선호 동의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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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트윗 수 75억 건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2021년 K-팝 트윗 수, 전년 대비 약 23.0% 증가
⦁필리핀, 트위터 내 K-팝 관련 트윗 발행량은 전체 콘텐츠 중 2위
K-팝 팬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의 정보를 얻거나 전 세계의
K-팝 팬들과 교류하기 위한 채널로 트위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트위터(Twitter)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동안 트위터에 업로드된 K-팝 관련 트윗 수는 약 75억 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2019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의 약 61억 건 대비 약
23.0% 증가하였다.
트위터의 글로벌 K-팝 파트너십의 김연정 대표는 “K-팝 아티스트들은 전
세계의 글로벌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싶거나, 팬들과 소통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트위터를 통해 소통한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K-팝 관련 트윗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한국, 미국’ 순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순위가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필리핀은 트윗 발행량에서
전년 대비 2단계나 상승한 것이다. 이는 필리핀이 전 세계 K-팝 인기 상위
국가일 뿐만 아니라,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트위터 내 ‘K-팝’ 관련 트윗 발행 Top 20 국가

출처: 트위터 (Twitter), ‘K-pop sets another record on Twitter with 7.5 billion Tweets in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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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K-드라마

⦁2021년 상반기 필리핀 넷플릭스 Top 10 중 한국 드라마 6개
넷플릭스(Netflix) 필리핀에 따르면, 2020년 K-드라마(K-drama)의 시청률
은 2019년 대비 약 350.0% 이상 증가하였으며,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10
대 K-드라마(The 10 most popular K-dramas Pinoys watched in 2020)’ 목록
을 발표할 정도로 한국 문화 콘텐츠는 매우 인기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상반기 기준 넷플릭스 필리핀의 Top 10 내에는 ‘빈센조’
등 한국 드라마 6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방영
되는 최신 작품이다.
또한, 송혜교, 이민호와 같은 한류 스타들의 인기는 필리핀에서 매우 높은
편으로 이에 힘입어 넷플릭스의 공개 예정 라인업에 2004년에 방영된 ‘풀
하우스’와 같이 십여 년 된 TV 시리즈가 포함되기도 했다.

[그림 2] 2021 상반기 필리핀 넷플릭스 TV Show Top 10

출처: 플릭스패트롤 (FlixPatrol), ‘TOP 10 on Netflix in the Philippines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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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유명 라이프스타일 잡지, K-Loka 섹션 개설

⦁필리핀 잡지, 한류 전문 섹션 개설... 한국에 대한 정보 제공
⦁필리핀 뷰티 전문가, 한류가 K-뷰티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코스모폴리탄 필리핀(Cosmopolitan Philippines)은 한류 섹션인 ‘K-Loka’
카테고리를 별도로 개설하였다. 해당 섹션에서는 한국 연예계 최신 뉴스뿐
아니라 드라마에서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수, 배우 외에 한국의 올림픽 선수 및 음식 트렌드 등 한국과
관련된 최신 정보도 알 수 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매우 크며 드라마,
음악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한 관심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등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류의
영향력은 특히 ‘K-뷰티(K-beauty)’ 성장에 도움을 주었고, 내년 또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pert Interview ]

"필리핀은 ‘K-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K-뷰티
(K-beauty)’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에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등장한 이후,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과 K-뷰티
인기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한국의 문화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K-뷰티(K-beauty),

K-드라마(K-drama),

K-팝(K-pop),

K-푸드(K-food) 등 한국적인 모든 것에 빠져있다. 그래서 한국의
영향력이, 특히 뷰티 분야에서 2022년에 더 강해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Rojene Quintero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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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 화장품 수입 증가

▶

⦁2020년 한국 화장품 수입액 1,444만 6,000달러 달성
2016~2020년, 연평균 수입액 성장률은 13.9%로 고성장중
필리핀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지난 5년(2016-2020년)간 연평균 13.9%씩
꾸준히 성장했다. 화장품에 해당하는 ‘HS CODE 3304’ 기준 2016년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754만 3,000달러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1,444만 6,000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29.7%에 달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은 필리핀 전체 화장품 수입 규모의 11.1%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대만으로, 5,007만 2,000달러의 수입 규모를
나타냈다. 그러나 대만 수입액 연평균 성장률이 5년간 한국의 13.9%보다
낮은 6.5% 수준으로 성장하였음을 고려한다면, 향후 한국 화장품이 필리핀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 2] 2016-2020년 필리핀 한국 화장품 수입액

출처: ITC Trade map (www.tradema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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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 한류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필리핀 뷰티 데이터 21,29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Korean Culture

주요 키워드
강신호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필리핀의 한류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유리피부

롬앤

‘유리피부’, ‘블랙핑크’, ‘페리페라’, ‘송혜교’ ‘라네즈’, ‘한국 스타일’,

블랙핑크

‘트렌디’가 강신호로 감지되었으며, ‘롬앤’이 약신호로 감지되었다.

페리페라

K-팝 아티스트인 ‘블랙핑크’ 키워드가 강하면서 성장률이 매우 높은 점은

송혜교

필리핀에서 K-팝의 인기가 뷰티 산업 내 영향력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라네즈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페리페라’의 약진이 인상적으로 K-뷰티에서 스킨케어

한국 스타일

이외에 메이크업에 관한 관심이 부상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K-뷰티
중 스킨케어 신조어인 ‘유리피부’의 키워드 성장률이 높아 관련 제품에 관한

트렌디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약신호 키워드로는 한국 아이 메이크업 브랜드인 ‘롬앤’이 급성장
키워드로 감지되었다.

68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2) 시장현황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소비자 선호 1위 국가는 ‘스킨케어는 한국, 메이크업은 미국’

⦁필리핀 93.6%, 수입 스킨케어 브랜드 국가로 한국 가장 선호
⦁수입 메이크업 브랜드 소비자 선호도는 미국에 이은 2위
필리핀 소비자에게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브랜드 중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의 국가 순위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필리핀 소비자의 93.6%는 수입
스킨케어 브랜드 중 한국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 3위를 차지한 미국(63.2%), 일본(62.8%)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선호도이다. 또한, 10-4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9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연령대에 따른 선호 편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메이크업 브랜드 소비자 선호 국가에서는 미국(71.6%)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스킨케어는 한국, 메이크업은 미국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30대 응답자의 70%
이상이 한국 브랜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4] 필리핀 소비자의 스킨케어/메이크업 브랜드 선호 국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수입 화장품 선호 소비자 296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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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디(Trendy)한 한국 화장품 이미지

⦁한국 화장품 이미지는 ‘트렌디·대중적·젊은’
필리핀 소비자에게 ‘한국 화장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에 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화장품은 ‘트렌디한(57.0%)’, ‘대중적인(55.1%)’,
‘젊은 세대의(54.3%)’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효능이 뛰어난’이란 답변도
5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렌디한’과 ‘대중적인’ 키워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른 응답률을 보였지만,
10대의 경우 응답률이 각각 59.0%와 66.3%로 가장 높았다.
한편 해당 조사에서 상위 4개 키워드 외에 10대는 ‘아기자기한’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20대는 ‘천연 성분의’, 30-40대는 ‘천연 성분의’와 ‘저자극성의’
의 응답률이 높았다.

[그래프 5] 한국 화장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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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왓슨스(Watson) K-뷰티

팝업 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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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에 힘입은 K-뷰티, MZ세대를 사로잡다

⦁10-20대 70% 이상, 1년 이내 한국 화장품 구매 경험 있음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높은 구매 접근성도 인기 요인
필리핀 소비자의 약 70%가량이 1년 이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6]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7.9%의 응답자가
1년 이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대 응답자의 동의율은 78.3%로 가장 높았고, 20대의 동의율도 70.7%인
것으로 보아 연령대가 낮을수록 한국 화장품의 구매에 더 개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0대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3.7%도 최근에 한국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국 화장품 구매에
어려움이나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예상된다.

● 필리핀 쇼피(Shoppe) K-뷰티

알림창

이는 한국 화장품이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해있어 접근성이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예로, 드럭스토어 왓슨스
(Watsons)는 2017년부터 필리핀 매장에서 K-뷰티 전용 코너를 만들어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다. 쇼피(Shopee) 또한 ‘화장품’ 판매 메인
페이지에 ‘Shop from Busan’, ‘Shop from Incheon’ 팝업을 띄우는 등
한국 화장품 홍보에 힘을 쓰고 있다.

[그래프 6] 1년 이내 한국 화장품 구매 경험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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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문가, K-뷰티 스킨케어 인기 요인은 효능과 가성비
많은 K-뷰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의 뷰티 블로거 Gabrielle
Diaz는 기술(Technology)적인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선 K-뷰티나 아시아
뷰티 브랜드에서 주로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한다고 밝혔다. 한국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 구매가 쉽고 자극이 덜해 장기간 사용에 적합하므로
K-뷰티의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또 다른 필리핀의 뷰티 블로거 Diane Santos는 K-뷰티의 인기 요인으로
세럼(Serum) 제품을 꼽았다. K-뷰티 세럼은 달팽이, 병풀, 프로폴리스,
인삼,

녹차,

티트리와

같은

자연

원료에서부터

히알루론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라마이드까지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분의 제품이 피부 맞춤 고민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pert Interview ]

"저는 주로 K-뷰티나 아시아 뷰티 브랜드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합니다. 미국 브랜드 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훨씬 앞서 있고,
효능이 좋고, 순한 편입니다. 따라서 스킨케어 하면 K-뷰티를 찾게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한국 스킨케어 제품의 인기는 세럼 덕분인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세럼에는 달팽이, 시카(병풀), 프로폴리스, 히알루론산,
인삼,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라마이드, 녹차, 티트리 등에서 추출한 각기
다른 주요 성분이 들어있어 구매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피부 고민에
따른 맞춤 솔루션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는 세럼이
K-뷰티 중 스킨케어의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Diane Santos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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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메이크업 제품 색상은

다양하지 않다에 대한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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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스킨케어에 비해 낮은 한국 메이크업 제품 선호도

⦁필리핀 소비자 약 67.1%, 한국 메이크업 제품 색상 제한적
⦁메이크업 제품 중에선 립 제품 가장 선호
필리핀 소비자의 약 67.1%는 한국 메이크업 제품의 색상이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메이크업 제품 색상은 다양하지
않다’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67.1%의 응답자가 한국 메이크업 제품은
색상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중 10대의 56.6%만이 설문조사
질문에 동의했지만, 20대는 70.7%의 동의율은 보여 대조를 이뤘다.

출처 :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년 이내 구매한 한국 화장품의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래프
7]과 같이 스킨케어(82.0%)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메이크업 제품 중
색상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립 메이크업 제품(45.6%)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은 피부색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30.3%의 소비자만이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7] 1년 이내 구매한 한국 화장품 종류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최근 1년간 한국 화장품 구매 경험 보유자 261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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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장품 선호 이유, 더 많은 색상 선택권이 있기 때문
필리핀 다수의 뷰티 전문가는 한국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색에 맞지 않는
제품이 많아 아쉽다’라고 평가하였다. 필리핀의 피부과 전문의 Nikki
Paderna는 메이크업 제품은 미국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아이섀도와 같은 색조 제품의 경우, 한국 제품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스타일을 추구하는 반면, 미국 제품은 색상이 다양하고 발색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
프리랜서 에디터 Elaine Reyes도 색상군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표했다.
색상의 다양성 이외에 한국 브랜드의 메이크업 제품 중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와 같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은, 필리핀 사람들의
피부색에 밝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Expert Interview ]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크업 제품은 색상 다양성에서 우세한 미국 제품을
선호합니다. 아이섀도를 예로 들면, 한국 아이섀도 제품은 은은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반면, 미국 아이섀도는 발색이 선명하고, 색상이
다채로운 편입니다. 서양 브랜드는 색상 종류가 적을 경우, 다양성
반영이나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저는 필리핀 사람들이 스킨케어 제품은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메이크업
제품은 다양한 옵션으로 인해 서양 브랜드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K-뷰티 브랜드가 출시하는 제품 색상들, 특히
파운데이션과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경우 대개 필리핀 사람들의
피부색에 비해 밝습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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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내 한류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국 화장품 구매자 중 79.7%, 구매 시 한국 연예인 영향 받아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 특히

필리핀 소비자의 약 80%는 한국 화장품 구매 시 한국 연예인의 영향을 받는

10대나 Z세대는 자신들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때, 한국 연예인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선호하는 아이돌이 제품을

설문조사에 따르면, 79.7%의 응답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중

홍보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Cherubim Cassandra Paula Javier

10대의 90% 이상이 동의하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연령층이며, 30대의
81.2%의 동의율을 보이며 두 번째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에디터

한편, [그래프 8]과 같이 92.3%가 영향을 받는다고 답변한 10대 중에서
78.5%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며, 10대는 한국 화장품 제품 구매 요인으로
연예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프리랜서 에디터 Cherubim Cassandra Paula Javier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 특히 10대와 Z세대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래프 8] 한국 화장품 구매할 시, 한국 연예인의 영향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최근 1년간 한국 화장품 구매 경험 보유자 261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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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예인이 사용했거나 한국 드라마에 나온 화장품 인기
필리핀에서 한국 아이돌의 헤어 컬러를 따라 하거나, 한국 드라마에
출연한 여자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과 뷰티 팁이 화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필리핀 매거진 메가(MEGA)는 블랙핑크(Black Pink)가 신곡
‘Lovesick Girls’을 발매함에 따라,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 속에서
블랙핑크 멤버 4명의 특징을 소개하는 기사를 선보였다.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별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 이외에 이전 뮤직비디오 속의 모습들과
상세히 비교하였다.
K-팝 아이돌이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고, 메이크업을 따라 하는 것 이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자신의 피부색에 어울리는 헤어 컬러를 따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 컬러 선택 시에는, 롤 모델은 BTS 뷔(V) 또는
지민 등,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팝 이외에 K-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 속에 여자 연예인들의
뷰티 팁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헤어 컬러 등도 유행하고 있다. 드라마별
연예인들의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을 분석하고, 해당 스타일이 어울리는
피부색을 제안해 주기도 한다.

[그림 3] ‘블랙핑크’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뷰티 팁

출처: 메가(MEGA) 매거진 (mega.oneme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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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피부 · 유리피부 등 버즈 워드(Buzz Word)도
한국 관련 키워드로 다수 언급
필리핀의 뷰티 유튜버 Nikki Soriano는 필리핀 사람들은 플랫폼을 통해
접하게 되는 한국 아이돌의 ‘모찌피부(Mochi skin)’, ‘유리피부(Glass skin)’
등을 알아보고, 정보뿐 아니라 실제 사용 제품을 찾아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태틀러 (Tatler), 코스모폴리탄 등의 매체는 K-드라마와 K-팝
스타들의 촉촉한(Dewy), 유리피부에 대해 언급하며 사용 제품뿐 아니라
연출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로레알 필리핀(L'ORÉAL Philippines)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Jigs Mayuga는
K-드라마와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한국의
스킨케어가 유행하게 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SNS의 영향으로 한국
뷰티의 주요 소비층이 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유행은
한국의 연예인들이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pert Interview ]

"한국의 스킨케어가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신들이 즐겨보는 플랫폼에서 한국 아이돌들이 사용한
‘모찌피부(Mochi skin)’, ‘유리피부(Glass skin)’ 키워드 및 뷰티
제품을 찾아볼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색이 있는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제품 사용 시 성분 리스트와 이점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의 뷰티에 빠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Nikki Soriano / 뷰티 유튜버

"K-드라마와 소셜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의
스킨케어는 수년 동안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Instagram)과 유튜브(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한국
뷰티의 주요 소비층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모찌피부’나 ‘유리피부’ 등의 용어는 한국 스킨케어가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 연예인들의 영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Jigs Mayuga /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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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전망

● 한국 메이크업 제품 구매 저해 요인
Top 3
⦁적은 색상 선택지··········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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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메이크업 제품 소비층 확장 위해서는 색상 다양화 필요

⦁한국 메이크업 구매 저해 요인,
적은 색상 선택지(31.5%), 채널 접근성(26.2%), 비싼 가격(18.1%)
⦁다수의 뷰티 전문가, 다양한 색상의 메이크업 제품 필요

⦁채널 접근성···············26.2%
⦁비싼 가격·················18.1%
출처 : 필리핀 소비자 설문조사 414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소비자는 ‘한국 메이크업 제품 구매 저해 요인’
Top 3로 적은 색상 선택지(31.5%), 채널 접근성(26.2%), 비싼 가격(18.1%)을
꼽아, 다양한 색상 부족이 구매를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다수의 뷰티 전문가들의 의견도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한국의 메이크업
제품이 필리핀 다수의 소비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 메이크업
브랜드가 제공하는 색상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현지 소비자들의 피부색이나
추구하는 메이크업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쿠션(Cushion) 및 파운데이션(Foundation)과 같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은
색상 선택지가 너무 적을 뿐 아니라 필리핀 소비자의 피부색에 어울리지
않으며, 블러셔와 립 제품도 채도가 높아 필리핀 소비자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고, 제품 발색 모델의 피부색이
너무 밝아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도 설명했다.

[Expert Interview ]

"한국 메이크업 제품은, 제 피부에 어떤 색으로 표현이 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됩니다. 특히, 쿠션 파운데이션은 포장과 휴대성이 마음에
들지만, 주로 2-3가지 색상으로만 출시되어 많은 필리핀 사람들의 피부
언더톤(Undertone)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K-뷰티 브랜드의 블러셔나 립스틱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스타일을
추구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너무 밝거나 채도가 높고, 립 틴트의
경우, 제품의 색상 확인을 위한 ‘립 스와치; 발색(Lip swatch)’ 모델의
피부색이 저와 맞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색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제품의 색상 개수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개 색상만으로도 한국 시장은 확보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필리핀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수출한다면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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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브랜드는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의 경우 일부 한국인과 비슷한
피부색을 가진 소비자들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 브랜드는 쿠션, 비비 크림, CC 크림 제품을 3-5가지
색상으로만 출시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소비자층이 넓지 않다. 반면,
글로벌 브랜드는 40-60가지 색상을 제공하여 다양한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겟층을 한국 소비자와 유사한 집단으로만 한정하여 제품을 출시한다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 소비층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메이크업
색상군 확대는 더 많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라 볼 수 있다.
[그림 4] 필리핀 화장품 쇼핑몰 ‘BeautyMNL’ 내 ‘파운데이션’ 페이지

출처: BeautyMNL 파운데이션 판매 페이지 (beautymn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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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마케팅의 다음 단계는 입소문 마케팅

⦁필리핀 소비자, 화장품 마케팅은 홍보모델과 입소문이 중요
⦁중요도 순으로는 ① 홍보모델, ② 지인 추천·입소문, ③ 슬로건
필리핀 소비자는 화장품 마케팅에서 홍보모델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24.5%의 응답자가 홍보모델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혔다.
한편, 주변 사람의 추천/입소문(19.6%)과 슬로건/홍보문구(17.4%) 또한
화장품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대
젊은 소비자들이 입소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래프 9] 화장품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미응답자 1명을 제외한 41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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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효과적이나 투자가 큰 편
⦁인플루언서 모델, 또는 SNS 활용 입소문이 대안
필리핀 소비자들은 화장품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홍보모델을
뽑은 바 있다. 일명 '한류 스타 마케팅'은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브랜드 입장에선 한류 스타, K-팝 아이돌 등 유명 홍보대사(Endorser)를
기용하는 것은 금전적인 투자가 크고 위험 부담이 크다.
다수의 뷰티 전문가들은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며 영향을 많이 받는
MZ세대와 같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인플루언서(Influencer)나 SNS를
통한 입소문(WoM, Word of Mouth)을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복되는 버즈 마케팅이나 스폰서 광고는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화장품에 우호적인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이나 SNS를 기반으로 한 입소문 마케팅 전략이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경제적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pert Interview ]

"MZ세대를 공략하는 시장성이 높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중 하나는
디지털 광고와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MZ세대는 뷰티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받고 신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Jigs Mayuga /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아티스트

"MZ세대와 같은 젊은 층은 ‘입소문(WoM, Word of mouth)’을 ‘진정한
의견(Real opinion)’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수많은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 스폰서 광고, 반복되는 프로모션
(또는 할인)에 싫증이 난 상황입니다.
다른 공격적인 마케팅에 비해 입소문을 얻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제품이 한번 입소문을 타면 다른 어떤 유료 프로모션보다
영향력이 강합니다."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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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4

멀티유즈 '프리쥬비네이션(Prejuvenation)'
소비 세대의 전환과 함께 안티에이징 제품 구매 연령 하락
편리성과 시간 단축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를 위한
멀티 유즈/올인원 안티에이징 제품의 필요성 대두
필리핀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스킨케어
홍보가 확대되고 노화를 미리 관리하는 ‘프리쥬비네이션(Prejuven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안티에이징 제품의 구매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안티에이징 제품의 수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편리성과 시간
단축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멀티 유즈 및 올인원
안티에이징 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한 밀레니얼 세대의 온더고(On-the-go)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노화
방지 효과를 갖추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멀티유즈 안티에이징 제품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 전략, 인플루언서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속적인 고객 후기 관리를 통해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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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에이징 제품군의 소비층 변화

⦁필리핀 뷰티 전문가, 안티에이징 제품 소비층은 변화중
젊은 소비층 대상 멀티유즈 제품군으로 소비 확장될 것 기대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필리핀 소비자들이 안티에이징 케어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더 잘 알기
시작했다면서 안티에이징 제품의 소비 변화를 전망했다.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 많은 피부과 의사들로 인해 필리핀
내에서 스킨케어 홍보가 점점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안티에이징 케어를 빨리 시작할 것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화를 일찍부터 미리 관리하는 ‘프리쥬비네이션(Prejuven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안티에이징 제품의 구매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MZ세대 젊은 소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할 때 멀티 유즈
제품군으로 수요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용도 제품을 선호하는 필리핀 소비자들의 특성과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 루틴보다는 간편한 올인원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안티에이징 제품 역시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멀티유즈 제품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표 1] 현지 뷰티 전문가 인터뷰 요약
필리핀 뷰티 전문가

안티에이징 소비층

Jigs Mayuga

필리핀 소비자들은 pre-juvenation에 관심이 높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아티스트)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올인원 제품이 가장 권장되는 옵션이 될 것입니다.

Nikki Paderna

안티에이징 제품을 일찍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피부과 전문의)

이제 대부분의 소비층에서 알고 있습니다.

Ginel Diaz

필리핀 소비자들은 다기능 제품을 선호합니다. 특히 여러 단계에 걸친 스킨케어

(피부과 전문의)

루틴에서 다기능 제품의 소비 니즈가 발생할 것입니다.

Nikki Soriano

올인원 안티에이징 제품이 10대 층에서도 소비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뷰티 유튜버)
Elaine Reyes

대부분의 MZ세대 소비층의 온더고(On-the-go)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할 때

(프리랜서 에디터)

유망한 제품은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멀티유즈 제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Diane Santos

젊은 필리핀 소비층은 안티에이징 제품, 특히 올인원 제품이

(뷰티 블로거)

가져다주는 편리함 때문에 소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Danielle Ong

많은 필리핀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인터넷을 통해

(뷰티 블로거)

젊은 세대에게 레티놀 등으로 노화 과정을 더 잘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7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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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의 멀티유즈 제품 소비 증가

⦁온더고(On-the-go) 라이프스타일의 밀레니얼 세대,
멀티유즈 제품 선호도 증가
⦁스킨세럼쿠션 · 스킨틴트선쉴드 등 멀티유즈 화장품 흥행 성공

고려할 때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필리핀 밀레니얼 세대들의 온더고(On-the-go)

멀티유즈 제품을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노화 방지 효과를 갖추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예로는 해피 스킨 세럼 쿠션
파운데이션과 BLK 스킨 틴트
선 쉴드가 있습니다.”

있는 멀티유즈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멀티유즈 화장품의 예로 필리핀 뷰티 브랜드 ‘해피

Elaine Reyes

스킨(Happy Skin)’의 ‘세컨 스킨 세럼 쿠션 파운데이션(Second Skin

/프리랜서 에디터

Serum Cushion Foundation)’과 ‘비엘케이(BLK Cosmetics)’의 ‘스킨틴트

“젊은 필리핀 사람들이

선 쉴드(Skintint Sun Shield Spf 30)’ 제품을 언급했다.

안티에이징 뷰티 제품,
이중에서도 특히 올인원 제품은
편리함 때문에 관심을

해피 스킨 세럼 쿠션은 세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칙칙하고 탄력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떨어진 피부를 생기 있게 가꿔주며 자연스럽고 매트하게 커버해주는

Diane Santos

제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휴대가 용이한 쿠션 타입 파운데이션에 SPF 15

/뷰티 블로거

자외선 차단 효과와 안티 블루라이트 기술이 접목된 다기능 제품이다.
비엘케이 스킨틴트 선 쉴드는 SPF 30 자외선 차단 효과와 커버력을 함께
갖춘 제품으로,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자외선 차단제와
파운데이션을 하나로 합친 멀티유즈 온더고 제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림 1] 해피 스킨 세럼 쿠션 및 blk 스킨 틴트 선 쉴드 제품 이미지

출처: 해피 스킨(Happy Skin) 홈페이지(happyskincosmetics.com)
비엘케이(BLK Cosmetics) 페이스북(facebook.com/blkcosmetics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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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 의향,
설문 대상 소비자 중 88.9%, 사용해보고 싶다고 응답
필리핀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올인원 안티에이징 제품의
사용 의향 여부를 조사한 결과, 88.9%의 응답자가 사용해보고 싶다고 답해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사용 의향을 보였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0대 소비자가 93.5%로 가장 높은
사용 의향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40대가 91.5%, 20대 90.8%, 10대
75.9% 순으로 나타났다.
20-40대는 10명 중 9명이 올인원 안티에이징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사용
의향을 보여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으며, 10대 역시 설문 대상
소비자 중 75.9%가 사용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젊은 소비층의 관심 또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 1] 올인원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 의향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안티에이징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한 405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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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진, 필리핀 안티에이징 제품 소비층

⦁온라인을 통해 젊은 소비층에게 보다 잘 전달되기 시작한
'스킨케어 홍보'

“많은 필리핀의 피부과
전문의들이 인터넷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레티놀 등으로

⦁필리핀 뷰티 매체 및 커뮤니티,
'피부노화방지를 위한 사전 케어 홍보 콘텐츠' 게재 활발

노화 과정을 더 잘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 많은 피부과

Danielle Ong

의사들로 인해 필리핀 젊은 소비층에게 스킨케어 홍보가 보다 잘 전달되기

/ 뷰티 블로거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젊은 세대에게 노화 관리를 지금 바로 시작하여
일찍부터 더 잘 관리하도록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필리핀 뷰티 매체 및 커뮤니티에는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한 사전 미용습관
홍보 콘텐츠를 활발히 게재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40대와 50대를
넘어서도 멋진 피부를 유지하고 노화 방지를 위한 뷰티 루틴으로 각질
제거, 섬세한 클렌징, 토너 사용, 눈가 수분 공급, 올바른 메이크업 등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뷰티팁을 안내한다.
조기 노화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영
리쥬비네이션(Young Rejuvenation)’ 컨셉의 스킨케어 키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 ‘돌 스킨 리바이탈라이즈 키트(Doll Skin Revitalize Kit)’는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에 건강한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필수 스킨케어 단계로
세트를 구성했으며, 세안제(콜라겐 스킨 화이트닝 솝), 토너(리바이탈라이즈
스킨 토닝 솔루션), 자외선 차단제(선케어 젤), 젤 크림(리바이탈라이즈 젤
나이트 크림)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돌 스킨 리바이탈라이즈 키트 제품 이미지

출처: 프리티 미(Pretty me) 필리핀 웹사이트(prettym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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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 중 53.9%,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 경험 보유
⦁제품 사용 시기는 점점 젊어지는 추세
필리핀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3.9%가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절반 정도는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연령대에 대한 질문에서는 30-34세가 23.8%, 25-29

출처 :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세가 21.5%, 20-24세가 18.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나이 역시 젊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0대 소비자는 35-44세에, 30대 소비자는 30-34세,
20대 소비자는 20-24세가 안티에이징 제품을 처음 접하는 나이대로 파악
되고 있어 필리핀 화장품 시장에서 안티에이징이 주목받게 된 것은 상대적
으로 최근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프 2]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 시작 시기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안티에이징 제품 유 경험자 223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87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필리핀 소비자 중 64.1%,
사전에 피부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
⦁사전 노화방지에 대한 소비 욕구가 강한 10-20대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안티에이징 제품을 처음 사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4.1%가 피부 노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답하여 안티에이징 제품을 미리부터
구매하는 소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에서는 10대 79.2%, 20대 67.8%, 30대 61.3%,
40대 58.3%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피부노화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소비 욕구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3]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 계기 - 피부 노화 사전 예방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안티에이징 제품 유 경험자 223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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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프리쥬비네이션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필리핀 뷰티 데이터 21,29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Prejuvenation(미리 재생): ‘미리, 먼저, 앞에’의 뜻을 가진 접두사 ‘Pre’와 ‘재생, 회춘’을 의미하는 ‘Rejuvenation’의
합성 신조어

●

▶

Big Data Analytics : Prejuvenation

주요 키워드
강신호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필리핀의 프리쥬비네이션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젊은 세대

미리 재생

결과, ‘젊은 세대’, ‘재생’, ‘컬러레트’가 강신호로 감지되었으며, ‘미리

재생

레스 메이크업

컬러레트

재생’, ‘레스 메이크업’이 약신호로 감지되었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 ‘젊은 세대’가 두드러진 성장을 보여 필리핀 젊은
소비층의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장률 면에서 필리핀 뷰티 브랜드 ‘컬러레트(colourette)’도 두각을 나타내
밀레니얼 세대 타겟의 프리쥬비네이션 관련 시장에서 성장세가 예상된다.
연관 키워드로 ‘레스 메이크업(less_makeup)’, ‘노메이크업(no_makeup)’,
‘미니멀리즘(minimalism)’이 감지되어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 메이크업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스킨케어 위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올인원, 다기능 안티에이징 제품군으로 확대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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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안티에이징 제품 소비 특징

⦁선호 제품으로는 세럼(룩세 Organix Age Reverse),
크림(로레알 Revitalift), 토너(벨로뷰티 ZO 시리즈) 등
⦁선호 성분으로는 레티놀 · 콜라겐 · 비타민
⦁안티에이징 선크림 & 파운데이션과 같은 멀티유즈 제품도 증가
필리핀 전문가들이 꼽은 필리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요 안티에이징 제품
으로는 세럼은 룩세(LUXE) 오가닉스 에이지 리버스 세럼, 세라비(CeraVe)
안티에이징 레티놀 세럼 있으며, 크림으로는 로레알(L'ORÉAL) 리바이탈리
프트 크림, 올레이(Olay) 리제너리스트 크림 등이 대표적이다.
스킨/토너 제품은 벨로뷰티 ZO 레티놀 스킨 브라이트너가 대표적이며 미용
식품에서는 ivi 콜라겐 드링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성분으로는 레티놀이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콜라겐은 선호도가 높아 화장품뿐만 아니라
드링크 등 식품 형태로도 다양하게 출시되는 추세이다. 비타민은 가장
대중적인 성분으로 항상 인기가 높다.
대표적인 멀티유즈 제품으로는 자외선 차단제에 안티에이징 기능이 접목된
‘안티에이징 선크림’과 피부 결점을 커버해주는 파운데이션에 노화 방지
스킨케어 효과를 겸비한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이 있다.

[표 2]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제품 및 성분, 멀티유즈 제품 사례
분류

유형

주요 내용

세럼/에센스

룩세(Organix Age Reverse), 세라비(Anti-aging Retinol Serum) 등

크림

로레알(Revitalift), 올레이(Regenerist Cream) 등

스킨/토너

벨로뷰티(ZO Retinol Skin Brightener) 등

미용식품

ivi(Collagen Drink) 등

레티놀

젊은 소비층 중심으로 인식도 증가

콜라겐

높은 선호도 / 화장품&드링크 형태 출시

비타민C

가장 대중적인 성분

멀티유즈

선크림

선크림 _ 안티에이징

제품 사례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_ 안티에이징

선호 제품

선호 성분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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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안티에이징 브랜드 및 제품

⦁현지 전문가 추천 안티에이징 선호 브랜드와 제품은
'로레알(Revitalift), 올레이(Regenerist Cream),
폰즈(Age Miracle)' 등
⦁젊은 소비자 타겟 브랜드/제품 라인업은 아직 부족한 상태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은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브랜드와 제품으로 크림
유형에서는

로레알

리바이탈리프트(L'ORÉAL

Revitalift),

올레이

리제너리스트 크림(Olay Regenerist Cream), 폰즈 에이지 미라클(POND's
Age Miracle) 등을 추천했다. 세럼/에센스는 룩세 오가닉스 에이지
리버스(Luxe

Organix

Age

Reverse),

세라비

안티에이징

레티놀

세럼(CeraVe Anti-aging Retinol Serum) 등과 함께 한국 브랜드 설화수
액티베이팅 세럼(Sulwhasoo Activating Serum)을 추천했다. 스킨/토너
유형에서는 벨로 뷰티의 ZO 레티놀 스킨 브라이트너(Belo beauty ZO
Retinol

Skin

Brightener)를

콜라겐(Youtheory

Collagen)과

추천했으며,
아이비

콜라겐

식품으로

유씨어리

드링크(ivi

Collagen

Drink)를 함께 추천했다.
한편, 젊은 소비자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나 제품은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평가하며 필리핀의 젊은 세대를 겨냥한 브랜드는 순한 제품이나,
여드름 솔루션, 미백 제품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표 3] 현지 전문가 추천 안티에이징 브랜드 및 제품
브랜드

대표제품

제형

로레알(L'ORÉAL)

리바이탈리프트(Revitalift)

크림

올레이(Olay)

리제너리스트 크림(Regenerist Cream)

크림

폰즈(POND's)

에이지 미라클(Age Miracle)

크림

세타필(Cetaphil)

브라이트 헬시 래디언스 라인(Bright Healthy Radiance line)

크림

에스티 로더(Estee Lauder)

나이트 리페어(Night Repair)

크림

룩세(Luxe)

오가닉스 에이지 리버스(Organix Age Reverse)

세럼/에센스

세라비(CeraVe)

안티에이징 레티놀 세럼(Anti-aging Retinol Serum)

세럼/에센스

디오디너리(The Ordinary)

레티놀 0.5%(Retinol 0.5%)

세럼/에센스

필리 아니(Pili Ani)

에이지리스 컨센트레이트(Ageless Concentrate)

세럼/에센스

설화수(Sulwahsoo)

액티베이팅 세럼(Activating Serum)

세럼/에센스

벨로 뷰티(Belo beauty)

ZO 레티놀 스킨 브라이트너(ZO Retinol Skin Brightener)

스킨/토너

유씨어리(Youtheory)

콜라겐(Collagen)

미용식품

아이비(ivi)

콜라겐 드링크(Collagen Drink)

미용식품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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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은?
⦁1위 세럼/에센스(27.2%), 2위 나이트크림(17.0%),
3위 스킨 및 토너(15.3%), 4위 데이크림(12.1%)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2%가 1순위로
세럼/에센스를 꼽아 안티에이징 효과를 구현하는 고기능 제품군으로
세럼/에센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2위는
나이트 크림이 17.0%, 3위 스킨 및 토너 15.3%, 4위 데이크림이 12.1%
순을 기록했다.
연령별

응답

결과에서도

10-40대

전

연령대에서

모두

1순위로

세럼/에센스를 선택했으며 특히 10대와 20대가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 나이트 크림도 전 연령대에서 모두 동일하게 2순위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40대가 19.5%로 높은 비중을 보여 10-30대에 비해 나이트
크림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래프 5] 필리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제품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미응답자 9명을 제외한 4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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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 입점 안티에이징 제품군,
주로 전문 제품 혹은 더마 제품 컨셉으로 출시
⦁SM 입점, 로레알의 리바이탈리프트(Revitalift) /
셀레티크의 더모사이언스(Dermoscience)
필리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된 안티에이징 제품은 주로 전문 제품 혹은
더마 컨셉으로 출시되어 있다. 현지 슈퍼마켓(Supermarket)에 입점된 주요
안티에이징 제품으로는 로레알(L'ORÉAL)의 리바이탈리프트 레이저 엑스
쓰리 안티에이징 트랜스포밍 아이 크림(Revitalift Laser X3 Anti-Aging
Transforming

Eye

Cream)과

셀레티크(Céleteque)의

더모사이언스

어드밴스드 안티에이징 알코올 프리 토너(Dermoscience

Advanced

Anti-Aging Alcohol-free Toner)가 있다.
로레알 리바이탈리프트 아이 크림은 눈가 노화를 집중 케어해 주는
제품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은 듯 눈가를 탄력 있게 가꿔주며 주름과 눈가
처짐, 붓기를 감소시켜준다. 냉각 효과의 금속 어플리케이터가 내장되어
있어 눈가 마사지 기능도 발휘한다. 셀레티크 더모사이언스 토너는 피부과
전문의와 공동개발한 어드밴스드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라인의 제품으로,
다당류 성분이 함유되어 강력한 보습력과 함께 주름을 채워주는 필러
효과가 있는 무알코올 안티에이징 토너이다.
[표 4] 필리핀 현지 매장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제품 사진

브랜드

제품명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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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티크(Céleteque)

로레알(L'ORÉAL)

더모사이언스 어드밴스드 안티에이징

리바이탈리프트 레이저 엑스 쓰리

알코올 프리 토너

안티에이징 트랜스포밍 아이 크림

(Dermoscience Advanced Anti-Aging

(Revitalift Laser X3 Anti-Aging

Alcohol-free Toner)

Transforming Eye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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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인기있는 안티에이징 선호 성분

⦁필리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성분은?
⦁1위 콜라겐(45.2%), 2위 비타민(34.1%), 3위 레티놀(5.2%)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성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2%가 콜라겐을 1위로 꼽았다. 그다음
2위로는 비타민 34.1%, 3위 레티놀 5.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에서도 10대부터 40대까지 전 연령대가 모두
콜라겐을 가장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선택한 가운데 30대가
48.4%로 가장 높았고, 10대 44.3%, 40대 43.9%, 20대 43.3% 순으로
응답했다. 비타민 역시 전 연령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30대 36.3%, 10대 34.2%, 40대 34.1%, 20대 31.7% 순으로 나타났다.
레티놀은 40대가 8.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20대 5.0%, 30대
4.0%, 10대 3.8% 순으로 기록했다.

[그래프 6] 필리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성분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미응답자 9명을 제외한 4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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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터뷰

“20대의 젊은 소비층이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현지 전문가 추천 안티에이징 성분
'레티놀, 콜라겐, 비타민C, 히알루론산 등'
⦁레티놀,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인식되기 시작

이미 레티놀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뷰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성분을

Elaine Reyes

조사한 결과, 레티놀, 콜라겐, 비타민C, 히알루론산 등을 추천했다.

/ 프리랜서 에디터

그동안 뷰티 업계에서 안티에이징 제품에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성분들을 주로 추천했으며, 특히 레티놀은
피부과 전문의부터 글로벌 기업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매거진 에디터 등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꼽혔다. 비타민 A의 일종인
레티놀(Retinol)은 콜라겐의 생성을 활성화시켜 피부의 주름 개선 및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성분이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레티놀이 필리핀 젊은 소비층 사이에서도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20대 젊은 소비자들이 이미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표 5] 현지 전문가 추천 안티에이징 선호 성분
전문가
Cherubim Cassandra Paula Javier
(프리랜서 에디터)
Jigs Mayuga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아티스트)
Nikki Paderna
(피부과 전문의)
Elaine Reyes
(프리랜서 에디터)
Diane Santos
(뷰티 블로거)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5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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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레티놀, 콜라겐

레티놀, 히알루론산

레티놀

레티놀, 비타민C

콜라겐, 비타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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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화장품 전문 오프라인 매장 뷰티바(Beauty Bar),
레티놀을 안티에이징 주력 성분으로 홍보
⦁왓슨스, 비타민C 성분을 강조한 안티에이징 브랜드
바이오텐(Bioten) 주력 홍보
필리핀 현지 화장품 전문 오프라인 매장 뷰티바(Beauty Bar)에는 레티놀을
주력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홍보하고 있다. 레티놀 성분 기반의 안티에이징
브랜드 ‘스킨케어 엘디이엘 코스메틱(Skincare LdeL Cosmetics)’은 다양한
레티놀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세럼, 아이 크림, 나이트 크림을 비롯해
자외선 차단기능이 포함된 데이크림, 필오프 마스크, 시트 마스크, 젤
클렌저, 클렌징 티슈, 핸드 크림, 바디 로션 등 다양한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및 바디케어 제품을 판매한다.
왓슨스(Watsons)는

비타민C

성분을

강조한

안티에이징

브랜드

바이오텐(Bioten)을 주력 홍보하고 있다. 천연 성분 기반의 스킨케어
브랜드 바이오텐은 강력한 비타민C 복합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고기능 앰플과 데이 크림, 나이트 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표 6] 필리핀 현지 매장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사진

매장명

왓슨스(Watsons)

뷰티바(Beauty Bar)

바이오텐

스킨케어 엘디이엘 코스메틱

(Bioten)

(Skincare LdeL Cosmetics)

브랜드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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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에이징 멀티유즈 제품 진출사례

⦁필리핀 인기 브랜드 해피스킨(Happy Skin)의 파운데이션,
파우더와 안티에이징의 멀티유즈 강조
⦁다양한 멀티유즈 형태 메이크업 제품 출시로 최근 매출 흥행
필리핀 인기 브랜드 ‘해피 스킨(Happy Skin)’의 ‘세컨 스킨 세럼 쿠션
파운데이션(Second

Skin

Serum

Cushion

Foundation)’은

매트한

마무리감과 풍부한 세럼 성분이 함유되어 파우더, 안티에이징, 자외선 차단
등 멀티유즈를 강조했다. 해피 스킨은 MZ세대들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메이크업과

스킨케어가

접목된

다양한

멀티유즈

형태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제품을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왓슨스 및 슈퍼마켓 등 필리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다양한 안티에이징
멀티 유즈 제품을 만날 수 있다. BB크림의 커버력과 CC크림의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에 SPF50+의 자외선 차단 및 미백, 주름개선 기능을 겸비한 한국
브랜드 ‘디오프러스(DEOPROCE)’의 ‘데일리 디에이징 크림(Daily De-Aging
Cream)’과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미백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함께 갖춘 필리핀 스킨케어 브랜드 ‘글루타 씨(Gluta-C)’의 ‘인텐스
화이트닝 토너(Intense Whitening Toner)’ 등이 판매 중이다.

[표 7] 필리핀 현지 매장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제품 사진

브랜드
제품명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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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프러스(DEOPROCE)

글루타 씨(Gluta-C)

데일리 디에이징 크림

인텐스 화이트닝 토너

(Daily De-Aging Cream)

(Intense Whitening T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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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겨냥, 멀티유즈 안티에이징 시장은 블루오션

⦁안티에이징 현지 브랜드 특징 ①
멀티유즈보다 안티에이징 성분에 초점에 맞춘 제품/마케팅
⦁현지 전문가 멀티유즈 기능을 보유한 안티에이징 제품,
시장성 높을 것으로 기대
안티에이징 현지 브랜드들의 첫 번째 특징은 멀티유즈보다는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과 제품 라인업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현지 뷰티 전문가는 노화 방지를 위해 권고되는 사항의
대부분은 비타민C 세럼이나 레티놀 제품,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멀티유즈 기능을 보유한 안티에이징 제품이 출시된다면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필리핀 소비자들이 20대 중반이 되면 안티에이징 뷰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다크서클

및

다크스팟,

스마일

라인(팔자주름), 눈가 잔주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고
언급했다. 20대 초반과 10대들은 안티에이징보다는 여드름 고민이 더 크기
때문에 20대 중반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를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타겟으로 평가했다.
필리핀 내 멀티유즈 안티에이징 제품의 다양성과 인지도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멀티유즈 안티에이징 시장’은
잠재력이 큰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

[Expert Interview ]

“필리핀 사람들이 20대 중반이 되면 안티에이징 뷰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크서클 및 다크스팟, 때로는 스마일
라인, 눈가 잔주름 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 10대들의 고민은 안티에이징보다는
여드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올인원 안티에이징' 제품은 아직 필리핀 현지에 많이 입점되지는
않았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98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안티에이징 현지 브랜드 특징 ②
MZ보다는 중장년층 공략을 위한 프리미엄 가격대
⦁현지 전문가 '필리핀 안티에이징 제품군의 가격은
밀레니얼 소비자 대상으로는 아직 높아'
안티에이징 현지 브랜드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제품의 가격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중장년층 공략을 위한 프리미엄 가격대로 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지 뷰티 전문가는 필리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킨케어 브랜드의 제
품 홍보 방향이 노화 관리를 좀 더 빨리 시작하도록 권장하는 경향으로 바
뀌고 있어,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안티에이징 시장의 성장성에는 의심
의 여지가 없지만 가격 또한 저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필리핀 시장에서 판매되는 안티에이징 제품군의 가격대가 밀레니얼
소비자 대상으로는 아직 높은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으로 출시한다면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필리핀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새로운 멀티유즈
기능의 안티에이징 제품에 적절한 가격 정책을 접목해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pert Interview ]

“온라인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는 많은 피부과 의사들로 인해
필리핀에서 스킨케어 홍보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레티놀
등으로 "지금 시작"하여 안티에이징을 차근차근 관리하도록 권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성이 있다고 믿지만, 가격 또한
저렴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아직 안티에이징 제품은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팔리지만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 있다면
시장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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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추천 마케팅 방법

⦁대세 연예인을 활용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고객 후기 관리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활용 추천
⦁스마트한 젊은 소비층을 위한 '간단한 성분표, 크루얼티 프리,
감성마케팅' 등도 좋은 방법
필리핀 뷰티 전문가들은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
유명 대세 연예인보다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고, 제품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비포 애프터 사진을 노출하면서 지속적으로 고객 후기를
관리하는 방향을 추천했다.
스마트한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처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간단한 성분표와 동물실험 반대 철학을 담은 크루얼티 프리 인증,
감성과 비주얼이 중요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어울리는 제품 패키징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pert Interview ]

“MZ 세대에게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은 실제 고객이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후기와 함께 전후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제품의 유효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매장과 브랜드를 보유한 이들에게 더 나은
전략입니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간단하고 투명한 성분표, 크루얼티 프리, 인스타그램 감성이나 틱톡에
어울리는 포장! 제품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에
전후 사진도 좋습니다. 또한, 마케팅 자료에서 실제 피부(편집, 보정이
없음을 의미)를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MZ 세대를 위한 효과적이고 시장성 있는 마케팅 전략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나 좀 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예인을 이용한다면 MZ세대는 대세
연예인보다는 젊은 연예인이나 모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명 연예인들이 정기적으로 의사 예약을 잡고 시술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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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는 매우 시각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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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은 멋진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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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필리핀 밀레니얼 시각적인 마케팅 효과에 민감
⦁해피스킨(Happy Skin) & 써니스페이스(Sunniesface) 등의
필리핀 브랜드 인스타그램 운영 사례 벤치마킹 추천
현지 뷰티 전문가는 필리핀 밀레니얼 세대는 시각적인 마케팅 효과에

때문에 이 시장에 진입하는

민감하다면서 인스타그램은 브랜드의 이들의 취향에 맞는 마케팅 비주얼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선보일 수 있는 최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기 때문에 중요한 마케팅

이러한 접근 방식을 완벽하게
구현한 현지 브랜드는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해피스킨과 써니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호응을 얻으며 인스타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laine Reyes

필리핀 브랜드로 ‘해피스킨(Happy Skin)’과 ‘써니스페이스(Sunniesface)’를

/ 프리랜서 에디터

꼽으며 벤치마킹 사례로 추천했다. 브랜드 컨셉에 부합되는 감성적인
비주얼과 제품 사용 전후 사진 등 다채로운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유저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림 3] 해피스킨 및 써니스페이스 인스타그램

출처: 각 브랜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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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5

앞으로 성장할, 필리핀 유망 바디케어 제품군
필리핀 바디케어 시장은 아직 미성숙 단계
낮은 전문 브랜드 입점률과 한정된 제품 라인업 속에서도,
소비자 구매 관심은 증가 중
각질 제거제, 여드름 스프레이/비누, 페미닌케어 제품 성장 기대
필리핀 바디케어 시장은 관련 브랜드의 입점률이 낮고 한정된 제품군으로 인해
다양성이 부족하여 아직 미성숙 단계이나, 페이스케어 만큼 바디케어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며 소비자 관심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외출활동 증가, 페미닌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현지 뷰티 브랜드의 증가,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소비문화 증가
등의 요인으로 향후 바디케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망 바디케어 제품군으로는 등, 가슴, 엉덩이 등 바디 여드름을 케어해주는
여드름 스프레이 및 비누,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피부의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바디 각질 제거제, 비키니라인 및 겨드랑이 등 여성의 민감한 고민
부위를 관리해주는 페미닌케어 브라이트닝 제품의 성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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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바디케어 시장전망

⦁필리핀 바디케어 시장규모 2018-2025년, 연평균 4.9% 성장 전망
⦁바디케어 시장, 한정된 제품 라인업만 입점 · 향후 시장 성장 기대

“바디케어 시장은
성장할 여지가 높습니다.

유로모니터(Euromonitor International)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필리핀

필리핀에 입점된 바디케어

바디케어 시장규모는 3억 4,320만 달러(약 4,034억 원)로 추정된다.

브랜드는 대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거나 대량 생산되어 라벨만
다시 부착된 제품으로 신뢰성이

2025년에는 4억 6,030만 달러(약 5,41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4.9% 성장세가 전망된다.

떨어지고 사용하기에 안전한지
확실하지 않은 제품이
많습니다.”
Diane Santos
/ 뷰티 블로거

필리핀 현지 뷰티 전문가는 현재 필리핀 바디케어 시장에는 한정된
제품군만 입점되어 있고 다양성이 부족하여 향후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판매 중인 바디케어 제품들은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는 낮은
인지도의 브랜드이거나, 대량 생산된 제품으로 구매 후 라벨만 다시
부착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지며 사용하기에 안전한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래프 1] 필리핀 바디케어 시장규모 2018-2025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 International), Beauty and Personal Car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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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 긍정요인 '여성의 사회진출 및 외부활동 증가,
페미닌케어 전문 브랜드 증가, 자기관리 중시 문화 발생'
⦁시장 전망 부정요인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활동 감소,
아직 대중적이지 않으며 특정 소비층에 집중된 수요'
필리핀 현지 뷰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바디케어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9명 중 6명이 긍정적이라고 답해 절반 이상이 향후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디케어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외출활동 증가, 페미닌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현지 뷰티 브랜드의 증가,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소비문화 증가 등을 꼽았다.
9명 중 3명의 전문가는 향후 바디케어 시장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출활동이 감소하고 있고 관련 시장이 아직
대중적이지 않으며 여드름 등 피부 고민이 많은 특정 소비층에 수요가
집중된 점 등을 주요 요인으로 언급했다.

[표 1] 현지 뷰티 전문가 바디케어 시장 전망
필리핀 뷰티 전문가
Cherubim
(프리랜서 에디터)
Jigs Mayuga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아티스트)
Nikki Paderna
(피부과 전문의)
Ginel Diaz
(피부과 전문의)
Elaine Reyes
(프리랜서 에디터)
Diane Santos
(뷰티 블로거)
Danielle Ong
(뷰티 블로거)
Rojene Quintero
(뷰티 블로거)
Gabrielle Diaz
(뷰티 블로거)

바디케어 시장 전망
긍정적

옥시큐어(Oxcecure) 등 전문 브랜드 입점 시작

긍정적

여성의 사회진출과 외출활동 증가

부정적

코로나19로 인한 외출활동 감소

부정적

시장이 증가하긴 했으나, 특정 소비층에 한함

긍정적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소비문화 증가

긍정적

아직 바디케어 시장 진출 제품은 한정적

부정적

아직 대중적이지는 않으며,
여드름 등 피부 고민이 많은 소비층 위주로 발전할 것

긍정적

자기관리를 중시하는 소비문화 증가

긍정적

페미닌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현지 뷰티 브랜드 증가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9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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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의 바디케어에 대한 인식

⦁필리핀 시장에 입점된 유명 바디케어 브랜드 부족
⦁중국/동남아 대량생산체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저가 브랜드 위주 시장 형성
필리핀 뷰티 전문가들은 현재 필리핀 시장에는 바디케어에 전문화된 유명
브랜드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대량생산 형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제품 위주로 시장에 입점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필리핀 소비자들이 바디 여드름 등 바디케어에 도움이
되는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해당 제품들을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며, 바디케어에 특화된 제품들을 더 많이 알리고 광고한다면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1] 현지 슈퍼마켓 바디케어 매대 이미지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105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필리핀 입점 바디케어 제품군은 한정적이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바디케어 중요도는 높게 나타나
⦁현지 소비자 중 84.8%,
바디케어는 페이스케어 만큼 중요하다라고 응답
필리핀 시장에 입점된 바디케어 제품의 라인업은 한정적이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바디케어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바디케어가 페이스케어 만큼 중요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8%가 동의를 표해 10명 중 8명은
바디케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0-40대 전 연령대에서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가 86.6%로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10대 85.6%, 30대 84.1%, 20대 83.7% 순으로
기록했다.

[그래프 2] 페이스케어 만큼 바디케어 중요여부 동의율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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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 바디케어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필리핀 뷰티 데이터 21,29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Body care

주요 키워드
강신호
과산화벤조일
등 여드름
엉덩이 여드름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필리핀의 바디케어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과산화벤조일’, ‘엉덩이 여드름’, ‘등 여드름’이 강신호로 감지되었다.
빈도(점유율) 면에서 ‘여드름’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 소비자들이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바디케어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바디 국소부위에
발생하는 여드름 관리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몸
부위 중에서는 특히 엉덩이와 등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소비층이 증가한 것
으로 보여진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는 항균, 항염효과로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진 ‘과산화벤조일’이 두드러지게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여드름 화장품에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리실산’도 함께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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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의 바디케어 애로요인

⦁필리핀 소비자의 바디 관련 애로요인은?
⦁1위 어두운 피부 71.3%, 2위 피부 각질 42.4%,
3위 제모 41.6%, 4위 튼살 27.9%, 6위 여드름 14.5%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바디 관련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어두운(칙칙한) 피부가 71.3%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각질 42.4%,
3위는 제모 41.6%, 4위 튼살 27.9%, 5위 주름 20.3%, 6위 여드름 14.5%
순으로 나타났다.
어둡고 칙칙한 피부에 대한 고민은 10-40대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각질에 대한 고민은 20대(50.0%)와
30대(43.9%)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모에 대한 고민은 10-30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10대
48.1%, 20대 45.5%, 30대 41.5% 순으로 나타났다. 튼살에 대한 고민은
10-20대가 특히 높았으며 20대 32.1%, 10대 29.1%의 비중을 차지했다.
바디 여드름에 대한 고민도 10-20대에서 특히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10대
21.5%, 20대 18.8%를 기록했다.

[그래프 4] 필리핀 소비자의 바디 관련 애로요인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바디케어가 스킨케어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한 394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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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정서로 인하여 말하기 어려웠던 바디케어 고민
‘겨드랑이 착색, 튼살’ 등
⦁개방적인 세대로의 변화로 관련 이야기와 소비 이슈 증가
필리핀 뷰티 전문가는 자기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더 많은
필리핀 소비자들이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바디케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고 칙칙한 겨드랑이, 바디 여드름, 튼살 등 사회적 정서로 인해 말하기
어려웠던 바디 관련 고민에 대해 필리핀 젊은 세대들이 좀 더 개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관련 제품의 소비도 늘기 시작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많은 뷰티 브랜드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필리핀 왓슨스에서 판매 중인 대표적인 튼살 제거 제품으로는
‘바이오 오일(Bio-Oil)의 스킨케어 오일(Skincare oil)’이 있으며 노화, 임신
등으로 인해 생긴 튼살 및 여드름 흉터, 거칠고 울퉁불퉁한 피부 등 손상
피부를 케어해 주는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림 2] 필리핀 왓슨스 입점 튼살제거 제품 '바이오 오일의 스킨케어 오일'

출처: 필리핀 왓슨스 쇼핑몰(watsons.co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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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선호하는 바디케어 신체 부위

⦁필리핀 소비자의 바디케어 희망 신체부위는?
⦁1위 겨드랑이 41.6%, 2위 목 15.5%,
3위 비키니라인 13.5%, 4위 다리 10.2%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바디케어를 희망하는 신체 부위를 조사한
결과 겨드랑이가 41.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2위는
목(15.5%), 3위는 비키니라인(13.5%), 4위는 다리(1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겨드랑이는 10-20대의 응답률이 특히
높았으며 20대 48.2%, 10대 41.8%를 기록했다. 반면, 목 관리는
30-40대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40대의 18.8%, 30대의 16.3%가 바디케어
중에 목 부위 관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비키니라인은 20-30대의 응답률이 두드러졌으며 30대의 17.1%, 20대의
13.4%가 비키니라인 관리를 희망했다. 다리는 40대 응답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의 15.0%가 다리 관리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래프 5] 필리핀 소비자의 바디케어 희망 신체부위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바디케어가 스킨케어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한 394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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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 미백, 필리핀 소비자의 주요 고민
⦁니베아, 겨드랑이 화이트닝과 색소침착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시장 인기
현지 뷰티 전문가는 겨드랑이 미백은 이전에도 미래에도 필리핀 소비자들
에게 항상 주요 고민거리였다고 언급하며 관련 제품이 앞으로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브랜드 니베아(NIVEA)는 겨드랑이 화이트닝과 색소침착 방지를 위한
바디케어 및 데오드란트 등 다양한 제품을 필리핀 시장에 출시해 현지 소
비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주요 제품 중 하나인 ‘엑스트라 화이트 퍼밍 바디 로션(Extra White Firmi
ng Body Lotion)’은 보습뿐만 아니라 다크 스팟,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
울퉁불퉁한 피부 등 칙칙하고 손상된 피부의 10가지 징후를 관리해준다.
‘화이트 앤 리페어 UV 바디 로션(White&Repair UV Body Lotion)’은 보
습, 화이트닝, 손상피부 케어와 함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
를 갖췄다. ‘엑스트라 화이트 비타민 로션 C&E(Extra White Vitamin Loti
on C&E)’는 4가지 종류의 비타민 C와 농축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되어 일
주일 이내에 빛나고 촉촉한 바디로 변화시켜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림 3] 니베아의 화이트닝/색소침착 방지를 위한 제품 이미지

출처: 필리핀 니베아(NIVEA) 홈페이지(nive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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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선호하는 바디케어 제품

⦁필리핀 소비자가 희망하는 바디케어 효능은?
⦁1위 보습 59.4%, 2위 화이트닝 58.1%, 3위 제모 40.6%,
4위 각질제거 30.7%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바디케어를 위해 어떤 관리를 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4%가 보습을 1위로 꼽았으며, 그다음으로 화이트닝
(58.1%), 제모(40.6%), 각질 제거(30.7%) 순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소비자가
희망하는 바디케어 효능으로는 보습과 화이트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모와 각질 제거도 차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보습과 화이트닝은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보습은 특히 10대와 40대에서,
화이트닝은 20대와 40대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제모는 20대와 30대의 응답률이 두드러졌으며, 각질 제거는 특히
30대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래프 6] 필리핀 소비자가 희망하는 바디케어 효능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바디케어가 스킨케어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한 394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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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점 바디케어 제품군, 일반적으로 보습 및 화이트닝 효능 강조
⦁랜더 화이트닝 바디로션,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니베아 엑스트라 화이트 라인 등
필리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된 바디케어 제품군은 일반적으로 보습 및 화
이트닝 효능을 강조하고 있다. 현지 슈퍼마켓에 입점된 주요 제품으로는
랜더(LANDER)의 화이트닝 바디 로션(Whitening Body Lotion), 아비노(Av
eeno)의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로션(Daily Moisturizing Lotion), 니베아(N
IVEA)의 엑스트라 화이트(Extra white) 라인 등이 있다.
랜더 화이트닝 바디 로션은 수분을 공급하고 다크 스팟을 제거해주어 4주
안에 더 하얀 피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아비노 데일리 모이
스처라이징 로션은 오트밀 성분이 함유되어 24시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
시켜주는 제품으로 보습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니베아 엑스트라 화이트 라
인은 보습과 화이트닝을 중심으로 손상피부 케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집중
적으로 소구하고 있다.

[그림 4] 현지 슈퍼마켓 바디케어 매대 이미지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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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바디케어 제품 성공사례

⦁옥시큐어(Oxecure), 일주일 이내 빠른 효능 위주로 홍보
⦁현지 전문가, 바디 여드름을 겨냥한 전문 비누 제품이 최근 인기

“시장에서 판매 중인
유망한 제품으로는
옥시큐어 제품이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Drying lotion과

현지 전문가들은 필리핀 시장에서 인기 있는 대표적인 바디케어 브랜드로
‘옥시큐어(Oxecure)’를 꼽으며 바디 여드름을 겨냥한 비누, 클렌저,
스프레이 등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Body acne spray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Nikki Soriano
/ 뷰티 유튜버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여드름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옥시큐어는 일주일
이내 빠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바디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필리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브랜드는 옥시큐어일 것입니다.
클렌저, 스프레이 등 바디
여드름을 겨냥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기 제품 중 하나인 ‘유황 비누(Sulfur Soap)’는 여드름 피부와 지성
피부에 적합한 페이스&바디 겸용 비누로, 2.5%의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깊숙이 쌓인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해주고 모공을 깨끗하게 관리해

Ginel Diaz
/ 피부과 전문의

새로운 여드름의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는 제품을 사용한 후 여드름에 효과를 보았다는
고객들의 후기가 이어졌으며, 각종 뷰티 어워드에서 베스트 제품으로
선정되어 공신력을 얻고 있다.

[그림 5] 옥시큐어 유황 비누

출처: 옥시큐어(Oxecure) 필리핀 홈페이지(oxecur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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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포뮬러(Fresh Formula),
스킨케어만큼 중요한 바디케어가 제품 홍보 컨셉

“많은 소비자가
페이스케어뿐만 아니라
바디케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현지 전문가 프레시포뮬러의 성공요인은
'얼굴에서 벗어나 피부까지 관리해야 하는 컨셉'

있습니다.
프레시포뮬러 같은

필리핀 스킨케어 브랜드 ‘프레시포뮬러(Fresh Formula)’는 신선한 원료를

현지 브랜드는 얼굴뿐만이 아닌

활용해 비건(vegan) 처방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스킨케어만큼

몸 전체의 피부를
관리해야 한다고

바디케어도 중요함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Gabrielle Diaz

현지 전문가는 많은 이들이 페이스케어뿐만 아니라 바디케어에도 관심을

/ 뷰티 블로거

기울이기 시작했다면서 현지 브랜드 중에 프레시포뮬러가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반의 피부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컨셉을 부각시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 인기 제품으로는 겨드랑이 화이트닝을 위한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와
밤사이에 각질을 제거해 4주 만에 더 밝고 실크 같은 피부로 가꿔주는
오버나이트 크림으로 구성된 ‘라이트닝 듀오(Sgt. At Arms Lightening
Duo)’가 있다.

[그림 6] 프레시포뮬러 베스트셀러 제품 이미지

출처: 뷰티 엠앤엘(Beauty Mnl.) 웹사이트(beautymn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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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추천 유망 바디케어 제품군

⦁현지 전문가들이 선정한 필리핀 바디케어 향후 인기 제품군
⦁바디 각질 제거제 / 여드름케어를 위한 비누 및 스프레이 /
페미닌에어리아 브라이트닝 제품군
필리핀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향후 유망 바디케어 제품군으로 바디 각질
제거제, 여드름케어를 위한 비누 및 스프레이, 허벅지 및 비키니라인,
겨드랑이 미백 제품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바디 여드름 케어에 특화된 전용 클렌징 비누 및 간편하게 몸에 뿌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바디 스프레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비키니라인 및 겨드랑이 등 어둡고 칙칙해진 부위를 환하게 가꿔주는
페미닌 케어 미백 제품의 성장세도 기대된다. 또한, 브라이트닝과 여드름
케어를 위해서는 함께 관리 필요한 바디 각질제거 제품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보습 제품군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로션과 크림 타입
외에 바디버터, 바디젤, 바디세럼을 추천했으며,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톤으로 가꿔주는 태닝 제품도 유망할 것으로 기대했다.

[표 2] 현지 전문가 추천 바디케어 인기 제품군
필리핀 뷰티 전문가

바디케어 인기 제품군

Cherubim / 프리랜서 에디터

여드름 비누 / 여드름 바디 스프레이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여드름 비누 / 여드름 스프레이

Ginel Diaz / 피부과 전문의

겨드랑이 미백 제품

Nikki Soriano / 뷰티 유튜버

바디버터, 바디젤, 바디세럼

Diane Santos / 뷰티 블로거

허벅지, 비키니라인, 겨드랑이 미백 제품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바디 각질 제거제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태닝 제품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7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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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제품 ① 바디 각질 제거제
여드름 및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소비자 위주 수요 발생
필리핀 뷰티 전문가는 많은 필리핀 소비자들이 바디 여드름이나
바디케어에 도움이 되는 제품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다양한 바디 관련 고민에 특화된 전용 제품을 출시해 더 많이 알리고
광고한다면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 필리핀 시장에 출시된 바디케어 전문 제품군은 아직까지는
여드름 및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소비자 위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드름 생성을 막기 위해서는 각질 제거가 필수인 만큼
여드름 케어 니즈에 맞춰 바디 각질 제거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옥시큐어(Oxecure)의 바디 여드름
스프레이(Body Acne Spray)는 살리실산 성분이 각질 제거와 모공 정리를
도와주어 등, 가슴, 목, 팔 등 바디 여드름의 생성을 막아주는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Expert Interview ]

“많은 사람들이 바디 여드름이나 바디케어에 도움이 되는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얼굴에 사용합니다.
바디케어에 적합한 제품으로 더 많이 광고한다면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히 몸에 여드름이 있고 치유하고 싶은 흉터가 있는
사람들의 많은 고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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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 중 57.7%,
바디 여드름 제거 위해 각질 제거제 제품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
필리핀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7%가 바디 여드름 제거를 위해 각질 제거제
제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드름은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 등으로 인해 모공이 막히면서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될 경우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인 만큼 각질 제거가

출처 :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필수적이다. 몸에 남아 있는 노폐물이 깨끗이 씻겨 나가지 않으면 등이나
가슴, 엉덩이 등에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바디 클렌저와 바디
스크럽 등 각질제거 제품을 이용해 딥 클렌징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바디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필리핀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여드름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각질 제거제 제품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바디 각질제거 제품 이미지

출처: 타이훌살러 (Thaiwholesaler), www.thaiwholesal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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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제품 ② 여드름 케어를 위한 비누 제품군
현지 시장 로컬 브랜드 위주 여드름 비누 제품 인기
필리핀 뷰티 전문가들은 현지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 위주로 여드름 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드름 케어를 위한 딥 클렌징 비누를
바디케어 유망제품으로 꼽았다.
특히 옥시큐어(Oxecure) 유황 비누(Sulfur Soap), 퀵 에프엑스(QuickFx)
핌플 이레이저 클렌징 비누(Pimple Eraser Cleansing Soap), 벨로(Belo)의
아크네 프로 핌플 파이팅 바(Acne Pro Pimple-Fighting Bar)를 주목할
만한 제품으로 언급했다.

[Expert Interview ]

“바디 여드름 비누 또는 바디 여드름 패치가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Cherubim Cassandra Paula Javier / 프리랜서 에디터

“바디 여드름 시장에서 유망한 제품으로는 살리실산이 함유된 Oxecure
Body Acne Spray, 유황과 티트리 추출물이 함유된 Oxecure Sulfur
Soap, 나이아신아마이드 및 티트리 오일, 유황이 함유된 AcneCare
Bar Soap이 있습니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유망제품 중 하나는 QuickFx의 Pimple Eraser Cleansing soap으로,
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딥클렌징 비누입니다. 글리콜산, 비타민C,
나이아신아마이드 1%, 살리실산 1%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여드름을 완화시키며, 발적을 줄이고 모공을 조여줍니다.
또 다른 제품은 Belo의 Acne Pro Pimple-Fighting Bar입니다.
과도하게 건조하지 않고 피부를 정화하므로 얼굴과 몸의 여드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리실산, 봉독, 젖산, 코코넛 오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Diane Santos / 뷰티 블로거

“피부를 약간 건조하게 만들지만 여드름을 위해 Oxecure의 Sulfur
Soap을 즐겨 사용합니다. 살리실산을 함유한 Medicube의 Red Body
Wash와 칼라민으로 제조된 Tiam의 Anti-Blemish Body Lotion도
있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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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SM Supermarket 입점 벨로(Belo) 브랜드
여드름 관리를 위한 비누 판매, 7일 사용 후의 빠른 효능 강조
필리핀 슈퍼마켓에 입점된 벨로(Belo)는 여드름 관리를 위한 비누 제품인
‘아크네 프로 핌플 파이팅 바(Acne Pro Pimple-Fighting Bar)’를 판매
중이며, 7일 사용 후에 빠른 여드름 개선 효과를 강조하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여드름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와 과다한 피지를 제거해 얼굴과 몸의
여드름을 함께 케어해주는 제품으로, 정제된 봉독(Bee Venom)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입증되었음을
어필하며 항염증, 항균 효과를 갖춘 비누로 홍보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여드름 치료를 위해 비누뿐만 아니라 토너(Acne
Pro Treatment Toner)와 젤(Acne Pro Pimple Gel)을 세트로 구성한 3종
키트도 함께 판매 중이다.

[표 3] 필리핀 현지 슈퍼마켓 입점 벨로 제품 이미지
구분

내용

제품 사진

브랜드

제품명

벨로(Belo)
아크네 프로 핌플 파이팅 바
(Acne Pro Pimple-Fighting Bar)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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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제품 ③ 페미닌 에어리아(Feminine Area) 브라이트닝 제품
최근 들어 관련 브랜드 출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빠르게 인기 상승중
또 다른 바디케어 유망제품으로는 여성의 민감한 고민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페미닌 케어(Feminine area care) 브라이트닝 제품군의
성장세도 기대되고 있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페이스케어뿐만 아니라
바디케어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비키니라인, 겨드랑이 등 국소 부위
미백 관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들어 필리핀 시장에 페미닌 케어를 전문으로 내세우는 현지 뷰티
브랜드의 출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빠르게 인기가 성장 중이다. 필리핀
소비자들의 다양화된 니즈를 고려하여 페미닌 케어에 특화된 전문 제품을
통해 틈새시장을 빠르게 공략하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

[Expert Interview ]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다른 바디케어 제품은 허벅지 안쪽,
비키니라인, 겨드랑이를 타겟으로 하는 라이트닝 제품입니다.”
Diane Santos / 뷰티 블로거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케어뿐만 아니라 바디케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레시포뮬러 같은 현지 브랜드는 단지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반의 피부를 모두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슈가 왁싱이나 페미닌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현지 뷰티 브랜드도
늘고 있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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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6

셀럽 런칭 메이크업 브랜드, 탄탄해져야 성공한다
필리핀 뷰티 업계, 인스타그램 등 SNS의 제품 판매 영향 커
현지 인플루언서 브랜드, 왓슨스 등 오프라인 매장 본격 입점
품질 대비 너무 높은 가격에 일회성 소비로 끝나는 경우 비일비재
현재 필리핀의 뷰티 업계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가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 현지 및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메이크업 브랜드를 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
소비자의 약 60.0%가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홍보 채널로는 인플루언서의 SNS가 대표적으로 활용되며, 현지
셀럽 브랜드는 왓슨스, 쇼피 등 현지 유통 업체와 손잡고 광범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 대비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인플루언서 브랜드는
일회성 소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플루언서의 인기보다는 제품 품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품질에 걸맞은 가격
정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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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메이크업 브랜드 수요 증가

⦁필리핀 소비자 10명 중 7명, 인플루언서가 구매 결정에 영향
⦁필리핀 뷰티 인플루언서를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은 인스타그램
글로벌 리서치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필리핀의 뷰티 인플루언서를 가장 많이 접하는 SNS 채널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가 꼽혔다. 전체 응답자 중 약 78.7%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뷰티 인플루언서의 소식과 정보를 접한다고
답하였다. 트위터(Twitter)와 유튜브(YouTube)도 각각 19.7%, 16.0%의

출처 : 스테티스타(Statista)

응답률을 보였으나, 인스타그램과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2020년 10월 필리핀 소비자의 10명 중 7명은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지 소비자들은 SNS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필리핀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프 1] 필리핀 소비자 중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비중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Share of People who have purchased a product endorsed by an influencer in the Philippin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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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 중 59.9%, 인플루언서 출시 뷰티 브랜드 경험
필리핀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9%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응답자 68.3%가 인플루언서 뷰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상대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익숙한
10-30대 소비자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해당 브랜드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 경험이 가장 적은 40대에서도 10명 중 4명
이상이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이 세대를 막론하고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 현지 화장품 시장 내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크고,
연령대와 관계없이 뷰티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제품을 구매하는데 우호적인
것으로 유추된다.
[그래프 2]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사용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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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뷰티 제품 구매 소비자 중 63.7%,
1년 이내 메이크업 제품 구매 경험 있음
⦁트렌드에 민감한 10대에서 고소득층 40대까지, 소비층 다양
[그래프 3]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사용
경험자 중 63.7%는 “나는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해보았다”라고 답변하였다.
10대에서 4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60%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사용 경험률이 가장
낮은 40대에서 인플루언서 브랜드의 메이크업 카테고리 이용 경험이
68.6%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는 40대의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구매가 메이크업 카테고리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10대 63.3%, 20대 62.8%, 30대 62.8%로 비교적 고른
응답률을 보인다.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뷰티 브랜드의 제품군
중에서 메이크업 제품의 시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 3] 연령별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메이크업 제품 사용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사용 경험자 248명 응답 결과 (2021.07.16.-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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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메이크업 브랜드, 인스타그램 활용 본격화

⦁2020년 현지 뷰티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수 Top 10 내
7개가 인플루언서 브랜드
⦁비엘케이 코스메틱(BLK Cosmetics), 칼라레트(Colourette) 등
현지 메이크업 브랜드 SNS 활용 활발
스태티스타는 2020년 7월, 현지 뷰티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제품 순위를 발표하였다. 순위에 진입한 브랜드 중 현지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브랜드는 총 4개이다.
1위를 차지한 브랜드와 제품은 비엘케이 코스메틱(BLK Cosmetics)의
‘크리미 올-오버 페인트’ 제품으로, 비엘케이 코스메틱은 3위와 8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2위와

10위를

차지한

케어라인(Careline)과

6위의

칼라레트(Colourette), 9위의 립 피나스(Lip Pinas)도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뷰티 브랜드이다.
해당 브랜드들은 많은 포스팅을 게재하거나, 영상을 올려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 현지 화장품 시장에서
인플루언서와 SNS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프 4] 2020년 인스타그램 ‘좋아요’ 수 Top 10 메이크업 브랜드 순위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Most popular make-up products of local brands based on Instagram likes in the Philippin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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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인플루언서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필리핀 뷰티 데이터 21,299건 분석 결과(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강신호
블리쓰
코스메틱
카일리 제너
케어라인

▶

Big Data Analytics : Influencer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필리핀의 인플루언서 브랜드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블리쓰 코스메틱’, ‘카일리 제너’, ‘케어라인’, ‘브이로거’, ‘펜티
뷰티’가 강신호로 감지되었으며 인플루언서 브랜드 관련 키워드 중
약신호는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이로거
펜티 뷰티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 ‘블리쓰 코스메틱’ 키워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빈도(점유율) 측면에서는 케어라인과 브이로거 키워드가 높은 점유
율을 나타내고 있다.
필리핀의 배우인 안드레아 브릴란테스(Andrea Brillantes)와 케어라인이 협
업을 통해 출시한 블리쓰 코스메틱 키워드가 강신호로 감지되면서 인플루
언서 브랜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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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영향력 있는 뷰티 인플루언서는?

⦁필리핀 소비자가 선호하는 인플루언서의 국적은?
필리핀 현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가장 높아
한국 인플루언서도 상당한 영향력
필리핀 소비자의 약 90.0%는 자국 인플루언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6]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7.9%의 응답자가 가장
선호하는 인플루언서의 국적으로 필리핀을 꼽았다. 전 연령대에서 고른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30대 응답자의 동의율이 91.9%로 가장 높아
자국의 인플루언서를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67.7%의 응답자가 한국의 인플루언서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0대의 동의율이 70.5%로 가장 높았다. 미국은 응답자 29.8%가
동의하며 뒤를 이었지만 2위를 기록한 한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필리핀에서는 한국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필리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필리핀 소비자에게는 미국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6] 선호하는 인플루언서의 국적 Top 5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사용 경험자 248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128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필리핀 전문가가 추천하는 메이크업 인플루언서 유형은?
글로벌 아이돌보다는 뷰티에 전문화된 인플루언서 선호
필리핀 소비자들은 글로벌 아이돌의 메이크업 스타일보다 필리핀 사람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하는 뷰티 인플루언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필리핀의 전문가들은 한국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이 출시하는 화장품은
열성 팬들을 많이 보유하거나, 출시한 화장품의 제품 경쟁력이 좋은 경우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pert Interview ]

"제 생각에는 한국 인플루언서가 필리핀에서 자기 브랜드를 출시할
때의 성공 여부는 그 인플루언서가 필리핀에서 얼마나 많은 팬이
있는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브랜드가 팬들 이외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품 경쟁력이
좋기만 하다면, 저는 직접 사용해 볼 것 같습니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한국의

인플루언서가

인기가

있고,

한국

자체에서도

믿을만한

인플루언서로 여겨진다면, 그 제품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거나, 뜬소문이 돌거나 한다면 그 브랜드의 인기는
유명인의 인기에 힘입어 잠깐 팔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의 품질이 우수해야 합니다."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그림 1] 뷰티 전문 인플루언서와 글로벌 아이돌의 메이크업 스타일 이미지

출처: 뷰티 유튜버(Aji Quiambao) /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필리핀

129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필리핀 팔로워 수 기준, 뷰티 인플루언서 Top 10
인플루언서 계정의 활동과 참여율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스타앤게이지
(StarNgage)’는 2021년 필리핀 뷰티 인스타그램 1,000명을 발표하였으며
그중 Top 10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필리핀의 유명 인플루언서 캐스린(Kathryn)은 해피 스킨(Happy Skin)과
메이크업 라인을 출시했고, AC는 레디 셋 글로우(Ready Set Glo
w)와 협업해 블랙핑크의 댄스 커버 영상에서 선보인 메이크업 룩
을 완성하는 등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브랜드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2] 필리핀 뷰티 인플루언서의 협업
Kath X Happy Skin

출처: 해피 스킨(Happy Skin) 본사 홈페이지

AC X Ready Set Glow

출처: 나일론(NYLON) 마닐라 홈페이지

[표 1] 필리핀 뷰티 인플루언서 Top 10
순위

인스타그램 이름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수

참여율

분야

1

Kathryn Bernardo

@bernardokath

1,340만

3.5%

패션, 연기, 뷰티

2

AC

@acbonifacio

330만

3.8%

헤어&뷰티, 패션

3

CHIE

@chiefilomeno

300만

2.0%

모델링, 패션, 뷰티

4

Awarabri

@awrabriguela

300만

2.4%

뷰티

5

jinkeepacquiao

@jinkeepacquiao

240만

0.4%

뷰티

6

Nikki Gil-Albert

@nikkigil

210만

0.4%

패션, 뷰티

@boyband_joao

90만

2.8%

헤어&뷰티, 피트니스

7

Joao Micael
V. Constancia

8

Pamela Swing

@phamswing

90만

5.2%

패션, 모델링, 뷰티

9

Klea Pineda

@kleapineda

67만

2.0%

뷰티, 아트, 패션

10

Trisha Jash F. Nime

@trisha.jash

64만

2.2%

모델링, 아트, 뷰티

출처: 스타앤게이지(starngage.c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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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공한 인플루언서 브랜드는?
필리핀 현지 브랜드는 비엘케이 코스메틱(BLK Cosmetics),
글로벌 브랜드는 카일리 코스메틱(Kylie Cosmetics)
필리핀의 현지 전문들이 생각하는 성공한 인플루언서 브랜드는 [표 2]의
내용과 같으며, 여기에는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브랜드만이 아니라
필리핀 현지 브랜드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의 현지 브랜드 중 필리핀의 배우 겸 모델로 활동 중인 앤 커티스가
2017년에 최초로 출시한 메이크업 브랜드 ‘비엘케이 코스메틱’, 글로벌
브랜드로는 미국의 모델 겸 사업가인 카일리 제너가 2015년에 출시한
‘카일리 코스메틱’이 필리핀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인플루언서 이외에 필리핀의 뷰티 전문가가 출시한 ‘해피 스킨’도
필리핀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필리핀에서 성공한 메이크업 인플루언서 브랜드
번호
1
2
3

브랜드
비엘케이 코스메틱

앤 커티스

(BLK Cosmetics)

(Anne Curtis)

카일리 코스메틱

카일리 제너

(Kylie Cosmetics)

(Kylie Jenner)

러스트러스_BYS

나딘 러스트레

(Lustrous_BYS)

(Nadine Lustre)

테비안트

하트 에반젤리스타

(Teviant)

(Heart Evangelista)

4
5
6

써니스 페이스

조지나 윌슨

(Sunnies Face)

(Georgina Wilson)

바이스 코스메틱

바이스 간다

(Vice Cosmetics)

(Vice Ganda)

해피 스킨

자크 융톈-구티에레스

(Happy Skin)

(Jacqe Yuengtian-Gutierrez)

블리쓰 바이 케어라인

앤드리아 브릴란테스

(Blythe by Careline)

(Andrea Brillantes)

7
8
9
10

레어 뷰티

셀레나 고메즈

(Rare Beauty)

(Selena Gomez)

펜티 뷰티

리한나

(Fenty Beauty)

(Rihanna)

출처: 본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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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가 생각하는 비엘케이 코스메틱의 성공 요인은
홍보활동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품질 경쟁력
필리핀의 전문가들은 현지 메이크업 인플루언서 브랜드 중 비엘케이
코스메틱 성공 요인으로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꼽았다. 인플루언서
브랜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실제 비엘케이 코스메틱 사용자인
프리랜서 에디터 Elaine Reyes는 인플루언서로 인해 과대 홍보 가능성이
있어 인플루언서 브랜드들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비엘케이 코스메틱 브랜드
제품은 품질이 좋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엘케이 코스메틱은 “브랜드의 최종 목표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
품질이 좋은 화장품을 사용해 메이크업 루틴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며 품질을 강조하고 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도 좋은 판촉
전략이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다.

[Expert Interview ]

"모든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들이 과대 홍보할 가능성이 크지만,
비엘케이 코스메틱 제품은 품질이 좋습니다. 다른 인플루언서들이 출시한
제품들도 사용해봤지만, 지금은 비엘케이 코스메틱(BLK Cosmetics)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그림 3] 비엘케이 코스메틱의 ‘품질’을 강조한 브랜드 소개 이미지

출처: 비엘케이 코스메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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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리코스메틱, 스냅챗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 활발
필리핀 스냅챗, 사용자 글로벌 11위로 뷰티 제품에도 영향력 강해
필리핀의 전문가들은 ‘스냅챗(Snap Chat)’을 활용한 마케팅이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일리 코스메틱의 대표
카일리 제너는 자신의 스냅챗을 통해 메이크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카일리 제너는 스냅챗 외에도 인스타그램 또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 인스타그램 ‘Kylie(@kyliejenner)’는 2억 6,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1억 9,5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며
전 세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스태티스타는 2020년 7월 기준 스냅챗 국가별 이용자 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래프 7]과 같이 미국이 1억 53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가 9,980만 명으로 2위, 필리핀은
1,180만 명이 스냅챗을 이용하며 글로벌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 7] 스냅챗 국가별 이용자 수 조사 결과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Leading countries based on Snapchat audience siz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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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케어라인, 인플루언서 브랜드로의 성공 속에
비건·크루얼티프리 등의 차별성 강조
필리핀 현지 브랜드 ‘케어라인(Careline)’은 2005년에 출시된 이후 자국의
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피나이뷰티앤스타일(Pinay Beauty and Style)이 선정한 ‘2021년
필리핀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메이크업 브랜드 25’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림 4]와 같이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으며 동물성 원료 대신 자연 유래
친환경 성분만을 사용하는 크루얼티 프리, 비건(Vegan)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례로 립스틱, 아이섀도 팔레트, 메이크업 브러시 등을 100%
크루얼티 프리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림 4] 크루얼티 프리 및 비건을 강조하는 케어라인 이미지
크루얼티 프리 포스터

크루얼티 프리 제품

출처: 케어라인(Careline) 본사 홈페이지 (careline.co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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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왓슨스, 적극적인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진행
2019년 필리핀의 글로벌 스타 ‘안드레아 브릴란테스(Andrea Brillantes)’는
필리핀 현지 브랜드 케어라인과 손잡고 자신의 본명을 딴 자체 브랜드
‘블리쓰 코스메틱(Blythe Cosmetics)’ 또는 ‘블리쓰 바이 케어라인(Blythe
by Careline)’을 출시했다. 자유롭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하는 10대를
겨냥하였으며,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색상, 품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필리핀 ‘왓슨스(Watsons)’에는 ‘케어라인(Careline)’과 협업하여 ‘블리쓰
코스메틱’ 제품이 왓슨스 매장에 입점해 판매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케어라인이 안드레아 브릴란테스와 협업을
통해 출시한 ‘블리쓰 코스메틱’의 브랜드 홍보뿐 아니라 프로모션 내용을
[그림 5]과 같이 매장 내 포스터 및 매대에서도 진열해놓고 있다.

[그림 5] 필리핀 현지 왓슨스 매장 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홍보 현황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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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메이크업 브랜드의 소비 요인

⦁인플루언서 메이크업 브랜드 최초 구매 계기,
제품 품질 신뢰(65.3%) - 인플루언서 신뢰(46.4%)
필리핀 소비자의 약 65%는 인플루언서 메이크업 브랜드의 구매를 결정
요인으로 제품 경쟁력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래프 8]의 ‘인플루언서
기반 뷰티 브랜드 제품을 처음으로 구매한 계기’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3%의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로 ‘제품 품질 신뢰’라
응답하였다.
한편,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신제품을 체험하기 위함’이며, 전체
소비자 중 52.0%가 동의하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응답률이 64.0%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반면 46.4%의 응답자만이 ‘인플루언서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제품 구매에 있어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뷰티 브랜드를 구매함에도 인플루언서보다는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점이 특징이다.

[그래프 8]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최초 사용 계기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사용 경험자 248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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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구매 저해 요인,
‘높은 가격, 인플루언서에 대한 낮은 신뢰, 제품 효능 불신’ 순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 중 약 60%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9]의
‘인플루언서 기반 뷰티 브랜드 제품의 구매를 꺼리게 되는 이유’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8%의 응답자가 ‘높은 가격’을 선택하였다. 경제력이
있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른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응답자의 30.7%는 ‘인플루언서를 신뢰할 수 없음’을 비구매 이유로
꼽았으며 40대(40.4%)에 이어 10대의 응답률이 38.2%로 높은 동의율을
보여 10대에서 인플루언서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5.3%는 제품의 효과 자체에 불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비례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들은 높은 가격이 그러한 제품 경쟁력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9]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구매 저해 요인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미경험자 166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137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일회성 소비’로 끝나는 경우 많아
⦁현지 뷰티 전문가 다수,
‘높은 소비자 가격과 공격적인 홍보대비 품질 낮아’
현지에서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인기가 높은 만큼 실제로, 필리핀 현지
뷰티 전문가 다수 또한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을 구매 또는 사용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호기심, 인플루언서에 대한
호감, 판촉 행사 등 다양한 이유로 제품을 구매하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재구매하지 않고, 일회성 소비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매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소비자 가격이나
홍보대비 품질이 낮으므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 재구매할 용의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언급한 ‘카일리 코스메틱’이나 ‘레어 뷰티’의
경우 일반적인 메이크업 제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되지만, 가격
만큼의 효과나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Expert Interview ]

"처음 브랜드가 출시되었을 때 제품이 궁금해서 ‘카일리 코스메틱’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품질이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 뒤로는 재구매하지 않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저는 ‘카일리 코스메틱’의 립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 성분에 대해 많이 알게 된 이후로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플루언서나 광고 모델보다는 신뢰도, 성분, 소비자 후기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해요."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저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레어 뷰티’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저는 ‘셀레나 고메즈’의 팬은 아니지만, 제품들 리뷰가 좋아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다른 브랜드들보다 비싼 편인데
품질이 나쁠까 봐 구매를 망설였습니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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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인플루언서 브랜드 성공 방법

⦁현지 전문가가 강조 인플루언서 브랜드 시장 진출 시 관건은,
유명인 내세운 홍보 이전에 품질·성분·제형 등에 투자할 것
필리핀의 현지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인플루언서가 만든 브랜드가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한 전문가 모두, 아래와
같이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홍보 활동보다는 전반적인 신뢰도, 즉 제품의
포장이나 품질, 성분, 제형 등이 제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브랜드를 대표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 관계 또는
이미지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뢰도는 한국 인플루언서가 필리핀에 진출할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필리핀에서 한국 인플루언서가 인기 있지만, 그 전에
다른 인플루언서의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품질과 성분, 제형 등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pert Interview ]

"한국 인플루언서가 만든 브랜드의 제품이 성분이 좋고, 품질이 좋다면,
언제든지 구매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

활동이나

다른

마케팅

요소도

중요하지만,

인플루언서의

브랜드라면 이미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품 외적 요소보다는 제품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이나 품질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Cherubim / 프리랜서 에디터

"한국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제품을 구매할지 말지는 포장, 제형, 성분이
마음에 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의 효능이 좋은지, 저한테 잘
맞는지, 전체적으로 그 제품이 필요할지도 고려할 것입니다. 물론
인플루언서의 인기도 브랜드에는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우수한
품질과 적정한 가격대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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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리 코스메틱, 스냅챗 및 인스타그램 스토리 활용
⦁비엘케이 코스메틱· 펜티 뷰티, 우수한 소비자 리뷰와 높은 구매 접근성
필리핀 전문가들은 성공한 인플루언서 브랜드의 예시로 카일리 코스메틱,
비엘케이 코스메틱, 펜티 뷰티의 사례를 꼽았다. 해당 브랜드들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카일리 코스메틱은 인플루언서인 카일리 제너의 적극적인 SNS 활동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사례이다. 카일리는 스냅챗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틱톡
등 짧고 강렬한 영상들을 통해 10-2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트렌디’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비엘케이 코스메틱과 펜티 뷰티는 온/오프라인 채널에 모두 입점하여
접근성이 높고, 우수한 품질 덕분에 많은 소비자가 재구매하고 있는
브랜드이다. 해당 사례를 통해 브랜드의 성공은 적절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품 경쟁력과 접근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pert Interview ]

"예전에 카일리 제너가 SNS에서 립 키트를 홍보하는 것을 보고 써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유명 인플루언서였기에 SNS를 활발하게 운영했는데,
브랜드 런칭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냅챗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 짧고 간단한 영상을 올려서 제품을 홍보하는데,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Nikki Soriano / 뷰티 유튜버

"저는 ‘비엘케이 코스메틱’ 제품을 써 봤어요. 처음에는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사진을 보고 써보게 되었는데, 품질이 좋아서 계속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품질은 믿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거나
할 때마다 간편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더욱 자주
있습니다."

매장에서
구매하고
재구매를
구매하면
사용하고

Diane Santos / 뷰티 블로거

"‘펜티 뷰티’ 제품이 품질도 우수한 편이고 접근성이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펜티 뷰티의 경우, 세포라나 쇼피 등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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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인플루언서 브랜드 실질적인 경쟁자는 미국

⦁인플루언서 메이크업 업계,
필리핀 브랜드 성장 중이나 당분간은 미국 브랜드 강세 지속될 것
⦁과대 가격 정책에 불만인 소비자, 한국 브랜드의 잠재 고객
필리핀 시장에는 미국, 필리핀 등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브랜드들이
많이 진출해있다. 하지만,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한동안 미국 인플루언서가
출시한 메이크업 브랜드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인플루언서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브랜드 판매 채널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라 답변하였다.
한편으로는 해당 브랜드들이 ‘제품 홍보나 가격보다 품질, 성분, 제형 등이
따라가지 못한다’ 등 개선 사항 또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인플루언서 브랜드가 필리핀 시장에 진출한다면 인플루언서를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 본연의 기능과 품질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들이 필리핀이나 미국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가
낮으나, K-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해당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브랜드들의 비싼 가격 정책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해당 소비자를 잠재 고객으로 생각하고 적정한 가격
정책을 제시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pert Interview ]

"메이크업 업계, 특히 인플루언서 뷰티 업계에서 필리핀 브랜드들이
미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쟁자가
되고 따라잡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스타일의
문화나 화장법이 인기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Rojene Quintero / 뷰티 블로거

"필리핀에서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고 접할 수 있는
채널 또한 SNS, 잡지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한국 인플루언서 브랜드들도 필리핀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현지와 미국 인플루언서 메이크업 브랜드들의 문제점,
가격과 품질을 개선하여 필리핀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Rojene Quintero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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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

천연 화장품 시장에서 친환경 화장품 시장으로
필리핀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급증
현지 소비자, 로컬 천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긍정적
현재 필리핀에서는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빙을 중시하는 소비문화의 급성장과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맞물려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지만, 대체
제품을 찾기 어려우며 가격 장벽이 높아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필리핀 친환경 화장품 시장은 수입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지만, 필리핀
로컬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필리핀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며,
천연 성분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현지 매장에서
친환경 브랜드들이 진열 및 판매되고 있으며, 크루얼티 프리 및 지속가능한
뷰티 어워드 등을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브랜드들은 성분뿐만 아니라 패키징에도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필리핀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의 성분 함량과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의 친환경 브랜드가 진출 시 명확한 성분 함량을 라벨에 표기하며, 현지에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제시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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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친환경 산업 수요 증가

⦁필리핀 소비자 중 75.0%, 친환경 브랜드 선호
친환경 소비 실천 저해 요인은 부담되는 가격과 소비 대안 부재
시장조사기관 칸타(Kantar)가 2020년에 발표한 ‘Who Cares, Who Does
by Kantar’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소비자의 75.0%가 ‘친환경 브랜드를
선호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과 복지에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응답자의 55.0%는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므로 실천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필리핀 전문가는 이러한 인식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일어났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고 설명했다.

[Expert Interview ]

"동의합니다. 솔직히, 몇 년 되었는데요. 엄밀히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더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건강에 대해 의식하고, 사용 제품에
관해 더 까다로워졌으며, 스스로뿐만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Cherubim Cassandra / 프리랜서 에디터

[그래프 1] 친환경 브랜드 선호도 및 저해요인과 관련된 ‘칸타(Kantar)’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출처: 칸타(Kantar), Who Cares, Who Does by Kan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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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친환경 산업 발전현황

⦁필리핀 정부 차원의 친환경 산업 정책 실시
⦁2020년 4월 ‘폐플라스틱 수거 인센티브 제공’ 프로젝트 착수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때문에, 친환경 뷰티
브랜드의 영향력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Rojene Quintero / 뷰티 블로거

필리핀 마닐라 베이(Manila Bay)에서 회수된 중고 플라스틱 봉지(sachet)와
플라스틱 패키지는 환경자원부-메트로 마닐라(DENR-NCR,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National Capital Region)와 비영리
플라스틱 상쇄기구(Plastic offset organization)가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
(Joint project)에 따라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DENR-NCR과
‘플라스틱을 현금으로(PCEx, Plastic Credit Exchange)’의 ‘알링 틴데라
(Aling Tindera)’프로젝트는 마닐라 베이 주변에서 어부와 어부의 가족들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를 장려하고, 폐플라스틱을 해안 지역에 비치된 수거
장소에서 현금과 교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4월 글로벌 식품기업 센추리 퍼시픽 푸드(CNPF, Century Pacific
Food Inc.)는 환경보호와 소기업의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PCEx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엄선하여 선정한 마닐라의 ‘Sari-sari’ 매장에 플라스틱
수거함을 설치하고, 폐플라스틱(PCP, Post-consumer plastic)을 가져오는
소비자에게 무게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림 1]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를 위해 마닐라에 설치한 컨테이너

출처: 에이비에스-씨비엔 (ABS-CBN), ‘Consumers, sari-sari stores to earn from collecting plastic waste: Century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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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친환경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필리핀 뷰티 데이터 21,29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

강신호

약신호

가르니에

재활용

제로 웨이스트

Big Data Analytics : 친환경
빅데이터를 통해 필리핀의 친환경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강신호로 ‘가르니에,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셀레티크’가 확인되었으며,
‘재활용’이 약신호로 감지되었다.

친환경
셀레티크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 제로 웨이스트와 재활용 키워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빈도(점유율) 측면에서는 친환경 키워드가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라는 키워드가 강신호로 감지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재활용 키워드는 성장률이 높은 약신호로 분류되어 최근 재활용과
관련된 소비 이슈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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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화장품 시장 발달 속 친환경 브랜드 출시 활발

⦁필리핀 천연 화장품, 저용량 페이셜 스킨케어부터 발달할 것
필리핀 현지 로컬 브랜드 진출도 활발
필리핀의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고 더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페이셜 스킨케어 제품들에 친환경적인 관심과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제품은 파라벤, 프탈레이트(phthalate), 합성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비건(Vegan), 크루얼티 프리
(Cruelty-Free) 제품처럼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으며 동물성 원료 대신 자연
유래 친환경 성분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의 피부과 전문의인 Ginel Diaz는 스킨케어 제품 중 특히 시트
마스크(Sheet Mask)는 좀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피부과 전문의인 Nikki Paderna는 천연화장품 ‘톤 28(Tone
28)’이나 비건 화장품 ‘더 비건 글로우(The Vegan Glow)’의 제품이라면
믿고 구매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필리핀에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유추된다.

[Expert Interview ]

"스킨케어 제품은 바디나 헤어 제품에 비해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최대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합니다. 플라스틱과 병의
사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패키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저는 ‘톤 28(Tone
28)’이나 ‘더 비건 글로우(The Vegan Glow)’와 같은 스킨케어
브랜드라면 제품 카테고리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합니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가능하면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트 마스크는 좀
더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Ginel Diaz / 피부과 전문의

"저는 친환경 베이스와 페이스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들이 제 얼굴
대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특히 부드럽고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파라벤, 프탈레이트, SLS/SLE 계면활성제, 미네랄오일, 염료, 알코올,
인공실리콘, 인공 향 등 유해성분이 들어있지 않고 비건, 크루얼티 프리
제품이면 좋겠어요."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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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컨셉 브랜드, 수입 브랜드가 시장 성장 주도

⦁친환경 컨셉화를 위해 생산·포장·성분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유니레버 필리핀(Unilever Philippines)은 일회용 플라스틱 패키지와 용기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샴푸 및 컨디셔너 리필 스테이션(Refilling Station)을
필리핀 최초로 선보였다. 메트로 마닐라 일부 몰에 헤어 리필 스테이션 ‘All
Things Hair Refillery’을 설치하고, 소비자는 사용한 샴푸와 컨디셔너
용기에 기호에 맞춰 유니레버 헤어 케어 제품을 리필할 수 있다.

[Expert Interview ]

"휴먼 네이처(Human Nature)나 유니레버(Unilever)가 브랜드의 헤어
제품을 위해 운영하는 리필 스테이션을 서서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그림 2] 유니레버 필리핀 매장 내 ‘All Things Hair Refillery’ 이미지

출처: 에코-비즈니스(Eco-Business), ‘5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Unilever Philippines' All Things Hair Refi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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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로컬 친환경 브랜드에 대한 높은 기대감

⦁필리핀 스킨케어 로컬 브랜드 신뢰도 64.0%로 높게 나타나
⦁천연 화장품 시장, 현지 브랜드 확대에 따른 시장 대응 필요
필리핀 소비자의 64.0%는 필리핀 로컬 브랜드의 스킨케어 제품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3]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4.0%의 응답자가 로컬
브랜드의 스킨케어 제품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 연령대에서 고른
응답률을 보였는데, 특히 30대 응답자의 동의율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20대의 동의율도 65.0%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28.3%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없음’으로 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40대
동의율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10대의 10.8%는 ‘잘 모름’으로 판단을
유보하였다.
따라서 천연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 수입 브랜드는 필리핀 ‘로컬 브랜드’가
해당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3] 로컬 스킨케어 브랜드에 대한 품질 신뢰도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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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 로컬 화장품에 대한 천연 성분 기대심리 높아
⦁필리핀 30대 중 74.6%, 로컬 화장품하면 천연 성분 떠올라
필리핀 소비자의 약 70%는 필리핀 로컬 뷰티 브랜드 이미지로 ‘천연
성분’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4]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7.8%의 응답자가 로컬 뷰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천연
성분의’라고 답했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동의율이 74.6%로 가장 높았고,
10대의 동의율(66.2%)이 40대의 동의율(64.5%)보다 높은 수준이다.
‘낮은 가격대(52.1%)’와 ‘실용적인(42.9%)’이 뒤를 이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로 답변하며 4위를 차지한 ‘대중적인(28.3%)’과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대중적인(28.3%)’, ‘트렌디한(26.2%)’, ‘젊은(22.3%)’과 같은 이미지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 화장품이 성분, 저렴한 가격, 실용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행을 선도하고 트렌디한 감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4] 로컬 뷰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로컬 브랜드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382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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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천연 화장품 로컬 브랜드 약진

⦁현지에서, 필리핀 천연 화장품 로컬 브랜드 키워드 급성장

‘급성장 키워드’

필리핀의 천연 화장품 로컬 브랜드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분기당 키워드 성장률을 살펴보면 더마(Derma) 스킨케어
브랜드 셀레티크(Céleteque)가 594.6%로 가장 많이 성장한 브랜드로
나타났다.

천연 성분 바디·헤어 브랜드 제뉴트리언츠(Zenutrients)는

445.4%, 메이크업 브랜드 해피 스킨(Happy Skin)은 247.3% 성장하였다.

[표 1] 필리핀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천연 화장품 로컬 브랜드’
셀레티크

제뉴트리언츠

해피 스킨

(Céleteque)

(Zenutrients)

(Happy Skin)

홈페이지

www.celeteque.com

zenutrients.com.ph

www.happyskincosmetics.com

특징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대표제품

페이셜 클렌저, 스킨 토너

브랜드

로고

제품명

천연의, 지속가능한 성분을

재미있고, 사용하기 쉽고,

사용한 바디·헤어·스킨케어 등

다기능의 메이크업 제품

두피, 강화 샴푸 & 컨디셔너

다양한 텍스처의 립 제품

Hydration facial wash

Gugo Strengthening

Kiss & Bloom

/Acne Solutions Oil Control Toner

Shampoo & Conditioner

Water Lip & Cheek Tint

이미지

출처: 브랜드 자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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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 매장, 친환경 브랜드 및 제품 입점

⦁필리핀 슈퍼마켓 및 화장품 매장 내 로컬 천연 브랜드 입점
⦁천연 성분 비누와 천연 스킨케어 품목군 위주 매장 진열
필리핀 현지 매장에 천연 화장품 로컬 브랜드의 입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 슈퍼마켓에 파파야 비누와 같은 천연 성분 비누를
판매하는 ‘실카(Silka)’, ‘리카스(Likas)’ 등의 로컬 브랜드가 입점 되어있다.
또한, 왓슨스(Watson) 필리핀 매장에는 ‘휴먼 네이처(Human Nature)’,
‘GT Cosmetics’ 브랜드의 페이셜 워시 티트리(Facial Wash Tea Tree),
당근 로션(Carrot Lotion) 등 스킨케어 제품을 위주로 전시 및 판매하고
있다.

[그림 3] 슈퍼마켓에 진열된 ‘천연 성분 비누’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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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화장품, 수입 브랜드 강세 속 로컬 브랜드 진출

⦁현지 전문가가 생각하는 필리핀 대표 친환경 로컬 브랜드

● 전문가 인터뷰

“몇몇 친환경 로컬 브랜드로
Messy Bessy와
For keeps 등이 있습니다.”
Jigs Mayuga / 메이크업 아티스트

“필리핀 소비자들이 환경을
고려하는 브랜드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전문가들은 현재 친환경 화장품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
으며 몇몇 로컬 브랜드가 시장 내 포션을 형성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소
비자들은 환경을 고려하는 브랜드에 호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에 수입 브랜드들이 강세인 친환경 화장품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들의 시
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컬 뷰티 브랜드 중에서
GRWM이 대표적입니다.”
Ginel Diaz / 피부과 전문의

전문가들이 생각한 ‘필리핀 대표 친환경 로컬 브랜드’는 1) 새소우(SESOU),
2) 매시배시(Messy Bessy), 3) 포킵스(For keeps), 4) 지알더블유엠(GRWM),
5) 휴먼 네이처(Human Nature) 등이 대표적이다.

[표 2] 전문가가 생각하는 필리핀 대표 친환경 로컬 브랜드
브랜드

새소우

매시배시

포킵스

지알더블유엠

휴먼 네이처

(SESOU)

(Messy Bessy)

(For keeps)

(GRWM)

(Human Nature)

로고

홈페이지
특징

대표제품

제품명

www.sesou.com.ph

www.shop.Messy
Bessy.com

퍼스널 케어, 베이비,

천연, 자연분해,

홈, 펫케어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
페이스 클렌저
/헤어케어

Gentle
Face Cleanser

forkeepsdaily.com

www.lazada.com.ph
/grwm-cosmetics

humanheartnature.com

크루얼티 프리,

크루얼티 프리,

무독성의 홈케어

천연, 자연분해,

파라벤 프리

자연분해 성분

·퍼스널케어

친환경 성분사용

메이크업

/크루얼티 프리

주방세제/살균제

헤어 & 바디케어

립 메이크업

Hand & Body

Multi-use Creamy

Wash

Tint

Messy Bessy
Disinfectant Aroma
Spray

천연, 무독성,

뷰티오일, 페이셜 클렌저,
후레그런스프리 클렌징바

Sunflower Beauty Oil

이미지

출처: 브랜드 자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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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로컬 브랜드, 친환경요소 적극 활용

⦁필리핀 로컬 브랜드 휴먼네이처 (Human Nature),
크루얼티 프리 · 지속가능한 뷰티어워드 수상 내역 홍보
필리핀의 로컬 화장품 브랜드들이 친환경요소를 브랜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 휴먼 네이처(Human Nature)는 동
물실험을 하지 않고, 암컷 연지벌레에서 얻는 밝은 붉은색 천연유기염료인
카민(carmine)을 립스틱에 사용하지 않으며, 크루얼티 프리 (Cruelty-Free)
제품을 만들어 2011년 6월 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
eatment of Animals)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유기농 제품 및 산업의 전문 리서치기업 ‘오가닉 모니터(Organic
Monitor)’가 주관하는 ‘Sustainable Beauty Award’에서 2016년 10월
아시아 브랜드 최초로 사회적 기업가정신 공로로 ‘Sustainability Pioneer
Award’를 수상하였다.
[그림 5] ‘휴먼 네이처’ 수상 내역 이미지

출처: 본사 홈페이지

[그림6]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휴먼 네이처 매장의 뷰티바 이미지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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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주요 매장의 친환경 화장품 베스트셀러

⦁필리핀 왓슨스(Watsons)의 친환경 화장품 베스트셀러
필리핀 현지 주요 매장 조사 결과, ‘친환경 화장품’이 베스트셀러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왓슨스(Watsons) 필리핀의 베스트셀러로
알코올·파라벤 프리, 무 염화알루미늄 등 위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레몬추출물, 천연 코코넛 오일 등 천연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이
매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표 3] 필리핀 왓슨스 베스트셀러
브랜드

가르니에

럭스 오가닉스

데오 낫

바이오 오일

프로소스

(Garnier)

(Luxe Organix)

(DEO NAT)

(BIO OIL)

(ProSource)

Whitening Repair

Aloe Mineral

Light Complete

제품명

Vitamin C Serum
(비타민 C세럼)

Whip Moisturizer

Deodorant Spray

Body Oil

Oil

(화이트닝 리페어 휩

(알로에 미네랄

(바디 오일)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모이스처라이저)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알코올 프리

파라벤 프리

파라벤 프리

무 염화알루미늄

550페소

379페소

30ml

800ml

특징

레몬 추출물

가격
용량

Extra Virgin Coconut

오일)

파라벤 프리

천연 코코넛 오일

182페소

520페소

199페소

100ml

30ml

250ml

이미지

출처: 왓슨스 필리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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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뷰티바(Beauty Bar)의 친환경 화장품 베스트셀러
또 다른 현지 매장인 뷰티바(Beauty Bar) 필리핀에는, 미네랄 온천수 및
아르간·호호바오일 등의 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제품, 알레르기를 일으킬
확률이 적은 민감성 화장품인 하이포알러제닉(Hypoallergenic) 제품
등이 베스트셀러로 등재되어 있다.

[표 4] 필리핀 뷰티바 베스트셀러
브랜드

휴먼 네이처

큐어

쥬스 오가닉

코겐도

(Human Nature)

(Cure)

(Juice Organics)

(Koh Gen Do)

Tinted Lip Balm

Natural Aqua Gel

Repairing Hair Mask

Cleansing Water

(틴티드 립 밤)

(내추럴 아쿠아 젤)

(리페어링 헤어 마스크)

(클렌징 워터)

100% 천연

천연 식물 추출물

오가닉 아르간, 호호바

미네랄 온천수/

오일 추출물

식물 추출물

Sunflower Beauty

제품명

Oil LUXE
(해바라기 뷰티 오일)
100% 천연/

특징

Hypoallergenic
(하이포알러제닉)

가격

330페소

110페소

1,500페소

795페소

650페소

용량

45ml

4g

250g

6.75oz

100ml

이미지

출처: 뷰티바 필리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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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친환경 화장품 전문 유통매장 포션 확대

⦁에코 스토어(ECHO Store)등 친환경 전문매장 등장
필리핀 현지 주요 친환경 화장품 유통을 살펴보면, 필리핀 최초의 지속가능
라이프스타일 매장인 에코 스토어(ECHO Store)는 환경을 배려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친환경, 천연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휴먼 네이처(Human Nature)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천연 원료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매장 카타(KATHA)는 화장품 외에
패션, F&B 제품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에코샵PH(Eco Shop PH)는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위해 바 (Bar) 형태의 샴푸 및 컨디셔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표 5] 필리핀 주요 친환경 화장품 유통 매장
매장명

위치
Salcedo

ECHO Store
(에코스토어)

GF Serendra Piazza, McKinley Parkway,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Podium Mall

Level 1 The Podium Mall, ADB Ave., Ortigas Center, Mandaluyong City

Cebu
Davao
Cagayan de Oro

휴먼 네이처

GF NDC Bldg. 116 Tordesillas St.Salcedo Village, Makati City

Serendra

Centris

플래그쉽 스토어

Unit 1F Eton Centris Walk, Quezon Ave., Quezon City
Streetscape Mall, Paseo Saturnino, Ma Luisa Rd., Banilad, Cebu City

KATHA
(카타)
Eco Shop PH
(에코 샵 PH)

리필 스테이션

홈 에센셜,
퍼스널케어,
홈 스파,
펫 케어 등

Unit 1 Lenel Bldg., Robinsons Highlands, Carlos P. Garcia Highway
(Diversion Road) Buhangin, Davao City
72 Domingo Velez St. corner Pres. Aguinaldo St Cagayan de Oro

463 Commonwealth Avenue, Quezon City

(Human
Nature)

입점 화장품

Level 3, The Block SM City North Edsa, Quezon City

Cubao Expo, General Romulo Avenue, Cubao, Quezon City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바디케어 등
스킨케어,
메이크업,
바디케어 등

12 Francisco St., Bagong Ilog, Pasig City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출처: 다이버 블리스(Diver Bliss), 45 SUSTAINABLE LIFESTYLE STORES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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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친환경 브랜드의 패키지를 이용한 제품 마케팅

⦁필리핀 친환경 브랜드, 포장 방법부터 선진화
필리핀의 친환경 로컬 화장품 브랜드들은 제품의 성분 이외에 패키지 및
포장재에도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며 우수한 브랜드 사례를 벤치마킹
(Benchmarking)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클린 뷰티 브랜드 ‘유스 투 더 피플(YTTP, Youth To The People)’은
비건 추출물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병
또는 단지 용기 사용을 선호한다. 또한,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가 인증한 제분소에서 생산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매립지 의존도와 삼림 벌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Expert Interview ]

"제가 알고 있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상당수는
모든 패키지를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재질을 사용하며, 제품의 포장지를
각기 다른 잉크로 인쇄하는 ‘유스 투 더 피플(Youth To The
People)’와 같이 재활용 패키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그림 7] ‘뷰티바’ 내 친환경 브랜드 제품 패키지 이미지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157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필리펀 러쉬(Lush), 공병 캠페인 참여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영국의 대표 친환경 브랜드 러쉬(Lush)는 최근 공병 5개를 모아오면 제품
1개로 바꾸어주는 공병 캠페인 내용을 확대한 바 있다. 러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크게 블랙 팟(Black Pot), 클리어 팟(Clear Pot)과 일반 플라스틱
병, 세 종류의 포장재에 담겨 있다. 기존 캠페인에서는 '블랙 팟'과 '클리어
팟'만을 공병 수거하였으나, 최근 2021년 5월 영국을 시작으로 해당
정책을 변경하였다. 더 많은 공병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정책에서 공병으로 간주되지 않던 일반 플라스틱 병 또한 공병 수거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각 제품마다 공병 보증금을 부여하여 공병 수거 캠페인 참여 시 즉,
공병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브링 잇
백(Bring it Back)’이라 불리는 이 캠페인은, 공병마다 일정 보증금을
계산하여 반납 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로 하여금 플라스틱 공병을 '구매 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
후 반납'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러쉬는 계속해서 이러한 '친환경,
레스 플라스틱, 재활용' 등의 캠페인을 추가, 지속하여 '책임감 있는
플라스틱 사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8] 러쉬 리사이클 프로그램

출처: 러쉬 브랜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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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친환경 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천연 화장품, 100% 천연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 받기도
⦁현지 진출 브랜드, 정확한 성분 함량이 기재된 제품 라벨링 필요
필리핀에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높아지고 있지만,
필리핀 로컬 브랜드들은 이제 막 친환경 시장에 진출하는 초기 단계로,
수입 브랜드에 비해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뷰티 블로거 Danielle
Ong에 따르면, 친환경 화장품 광고 시 ‘100% 친환경’ 제품이 아닌 경우
필리핀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가 필리핀 현지에 진출할 때 정확한 성분
함량을 강조한 제품 라벨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pert Interview ]

"사실 친환경 브랜드 중에서 현지 브랜드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네요.
왜냐하면, 로컬 브랜드들은 이제 막 친환경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환경을 광고하면서도 100%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현지 소비자들은 친환경 여부를 겉 포장재에서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입니다. 아직 어떤 성분이 친환경이고, 어떤 라벨링이
환경에 좋은지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을 강조하는 포장, 라벨링, 홍보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그림 9] ‘휴먼 네이처(Human Nature)’ 성분 함량 표시 제품 이미지

출처: 휴먼 네이처 본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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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이라면? 트렌디함 속에 친환경 컨셉화 추천

⦁한국 브랜드 이미지 ‘유리 피부, 단색 메이크업, 윤기’
⦁한국 화장품 브랜드 ‘트렌디함’을 무기로 ‘친환경’까지 공략
필리핀 전문가들은 한국 화장품의 강점으로 ‘트렌디함’을 꼽았다. 필리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Jigs Mayuga는 한국의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브랜드
하면, 유리 피부(Glass Skin), 단색 메이크업(Monochromatic makeup),
윤이 나는(Shiny) 헤어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답했다.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기 때문에 트렌드한 이미지와 제품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친환경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

[Expert Interview ]

"한국 스킨케어, 메이크업 브랜드가 필리핀 뷰티 시장에 진출 한다고
생각하면 ‘유리 피부’, ‘단색 메이크업’, ‘윤이 나는 헤어’가 떠오릅니다."
Jigs Mayuga /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림 10] ‘아떼(Athe)’의 ‘유리피부 + 비건’ 홍보 이미지

출처: ‘아떼(Athe)’ 본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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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친환경 로컬 브랜드 극복방안은?

⦁로컬 브랜드, 아직 검증되지 않은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有
성분에만 집중된 마케팅으로 트렌디함과 젊은 감성도 부재
필리핀 소비자는 필리핀 로컬 뷰티 제품 구매 저해의 주요인으로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로컬 뷰티 브랜드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46.9%의 응답자가 ‘부정적 인식’이 구매 저해의
가장 큰 이유라고 답하였으며 40대의 응답률이 66.7%로 가장 높았다.
앞서 로컬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친환경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성분과 효과처럼 기능적인 이미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로컬 브랜드가 수입 브랜드들과 제품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친환경 시장에
자리잡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로컬 브랜드들이 천연 성분에만 집중하다 보니 트렌디함과 젊은
감성과 같은 브랜드 이미지는 미흡하다. 한국 브랜드가 필리핀 친환경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면, 우수한 제품 기술과 트렌디함을 필두로
‘트렌디한 친환경 화장품’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프 5] 로컬 뷰티 제품 구매 저해요인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로컬 뷰티 제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 32명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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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8

마스크네가 각질 제거제 소비에 미칠 영향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각질 제거제 수요 감소 우려
대체품으로 저자극 각질 제거제, 수요 증가 기대
마스크네(Maskne) 키워드 제품 마케팅에 적극 활용 필요
필리핀 소비자들은 열대 기후의 특성으로 지성-복합성 피부를 다수 가지고 있으며
최근엔 한류의 인기로 아이돌과 같이 밝고 매끄러운 피부를 원해 각질 제거제
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여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 마스크네
(Maskne)로 인해 피부 고민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또한, 높은 함량의
화학적 각질 제거 제품을 잘못 사용하여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각질 제거제’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체품으로 ‘저자극 각질 제거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되며 ‘마스크네(Maskne)’ 키워드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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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각질 제거제의 높은 수요

⦁필리핀 소비자 10명 중 5명, 각질 제거제 정기적으로 사용
⦁10-20대보다 30-40대 위주, 높은 연령대일수록 선호도 증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는
정기적으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다’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6.9%가 그렇다고 응답해 10명 중 약 5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각각 32.5%,
44.7%의 응답자가 정기적으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30대는 56.3%, 40대는 50.0%로 30대와 40대의 동의율이 10-20대보다
높아 연령대가 높을수록 쌓이는 각질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 및 각질
제거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1] 필리핀 소비자 대상 각질 제거제 사용 설문조사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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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불러온, 각질 제거제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로 마스크네(Maskne) 피부 자극 사례 증가
⦁피부자극 심화시킬,
자극적인 성분 함량이 높은 각질 제거제는 수요 감소 예상
마스크네(Maskne)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여 얼굴에 여드름과
같은 피부질환이 발생하는 신조어로 마스크(Mask)와 여드름을 뜻하는
아크네(Acne)의 합성어이다.
코로나19 이후 필리핀 소비자들은 피부 민감도가 증가하였고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은 마스크네(Maskne)로 인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 순한 ‘저자극 각질 제거제’ 사용을 권하고 있다.
또한 각질없이 깨끗한 동안 피부와 디톡스(Detox)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피부에 자극적인 성분이 함유된 각질 제거제를 과용 또는 오용하면서 오히려
피부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필리핀 소비자들의 부정적
경험은 피부자극을 심화시킬 ‘자극적인 성분의 함량이 높은 각질 제거제’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pert Interview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스크네’로 인해
사람들은 순한 저자극 제품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손상을 주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Ginel Diaz/ 피부과 전문의

“‘마스크네’ 문제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자극과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는 제품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며 여드름 방지 제품이나 여드름 방지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네(Maskne)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스크를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여드름이나 발진을 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먼지에 노출된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각질제거’입니다. 하지만 한때 유행했던 재생, 디톡스 제품들의 오남용으로 피부가
오히려 악화된 사례들이 있어, 각질 제거제를 잘못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도
상당합니다. 각질 제거제가 매우 유용한 제품이기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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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 54.6% 민감성 피부에 가깝다고 응답
⦁현지전문가, 코로나19이후 유해성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피부는 민감성
혹은 저항성 피부 어디에 가까운가요’라는 설문조사에 전체 응답자의
54.6% 가 민감성 피부에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볼 때 10대와 20대는 63.9%와 58.5% 그리고 30대는 42.9%
그리고 50대는 57.3%로 피부의 민감성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10대와
20대가 가장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리핀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들의 건강에 대해 더 많이 의식하게 되었고 피부나 신체에 자극적인 제품을
기피하고 있어 관련 성분에 대한 반응은 더욱 민감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2] 필리핀 소비자 민감성/저항성 피부 유형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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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 증가
⦁소비자 중 81.9% 화장품의 성분과 그 이점에 대해 알고 있다
필리핀 현지 소비자에게 ‘스킨케어 성분 각각의 구체적인 장점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 응답자 중 81.9%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는 연령과 무관하게 10-40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80% 이상
동의하는 응답률을 보여 필리핀 소비자들이 화장품 성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데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여 피부 민감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필리핀 소비자들은 피부에
자극을 주는 유해한 성분을 확인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화장품 성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3] 화장품 성분의 이점에 대한 인지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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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극성 화장품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
[Expert Interview] 요약

“화학적 각질 제거제에 들어있는 화학

⦁각질 제거제 화학성분, 유해성분으로 인지하여 일부 소비층에서 기피하기도

성분은 과용이나 오용하지 않는다면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화학적’ 이란 단어가
피부에 자극일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

필리핀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소비요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
답자 중 65.0%는 화장품 구매 시 저자극성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

가 있어 제품 소비를 꺼리는 경우가

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30-40대 소비층을 중심으로 뚜렷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Jigs Mayuga/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아티스트

필리핀 현지 전문가 역시 ‘화학적 각질 제거제는 과용이나 오용하지 않으면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화학적이란 단어를 자극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들이 관련 성분을 기피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래프 4] 필리핀 소비자 화장품 구매 시 저자극성 고려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167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그래프 2] 각질 제거제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 필리핀 뷰티 데이터 21,29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

강신호

약신호

각질 제거제

만델릭산

젖산

자극적인

Big Data Analytics : Exfoliant
빅데이터를 통해 필리핀의 각질 제거제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강신호로 ‘각질 제거제’, ‘젖산’ 키워드가 확인되었으며, 약신호로 ‘만델릭
산’, ‘자극적인’ 키워드가 감지되었다.
각질 제거제와 관련해 강신호로 ‘각질 제거제’와 ‘젖산’ 키워드가 감지되면서
필리핀 소비자들의 천연 각질 제거제 성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만델릭산’과 ‘자극적인’ 키워드가 약신호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네(Maskne)로 인한 자극적인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들의 반응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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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극 각질 제거, 어떤 방식이 인기 있을까?

▶

⦁화학적 각질 제거제로는 픽시(Pixi) 브랜드 강세 속,
다양한 K-뷰티 브랜드도 시장 형성 중
⦁물리적 각질 제거제 대한 선호도는 하락 중,
임산부 등 성분에 민감한 소비층은 여전히 선호도 높아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화학 각질 제거제는
영국의 픽시(Pixi) 브랜드이나 그 외 대부분은 퓨리토, 주미소, 크레이브
뷰티, 코스알엑스와 같은 K-뷰티 브랜드로 대부분 AHA/BHA 등 저자극
화학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리핀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 각질 제거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균일한 각질 제거가 어려워
전반적 선호도는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와 같이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층의 경우 딸기 씨, 커피, 설탕, 소금, 귀리 등의 천연재료로 만든
물리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표 1]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이 언급한 인기 화학/물리 각질 제거제
구분

주요
브랜드 및
제품

전문가 언급 인기 화학적 각질 제거제

전문가 언급 인기 물리적 각질 제거제

픽시 글로우토닉

허비보레 보타니칼 클레이 마스크

퓨리토 ABP 트리플 시너지 리퀴드

스킨푸드 블랙 슈가 마스크 위시오프

주미소 예스 아이엠 토너

휴먼 하트 네이처 퓨리파잉 페이셜 스크럽

크레이브 뷰티 케일라루야

매건 필 오프 젤 마스크

코스알엑스 AHA7 화이트헤드 파우더 리퀴드

보타니칼 초이스 딥 클렌징 필 오프 마스크

바이 위시트렌드 만덱릭산5% 스킨 프렙워터

(-)

엑시스와이데일리 퓨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

(-)

디오디너리 살리실산 2%솔루션

(-)

폴라 초이스 2% BHA 리퀴드

(-)

옥시큐어 블랙헤드 클리어링 BHA PHA토너

(-)

“스크럽과 같이 손으로 문지르는 물리적 각질 제거

“저는 임신 중이어서 딸기 씨, 설탕, 소금, 귀리 등

제보다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가 화장솜으로 닦아내

의 재료로 만든 천연 스크럽을 선호합니다. 임산부

전문가

기 때문에 내가 조절해가면서 각질을 제거하기가 더

와 같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

인터뷰

수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입니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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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선호되기 시작한, 화학적 저자극 각질 제거제

▶

⦁인기 화학적 각질 제거제, 한국산 가장 많이 언급
⦁푸리토(Purito)·코스알엑스(COSRX) 등 한국브랜드 다수 진출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화학적 각질 제거제는
한국 브랜드가 가장 많았다. 브랜드로는 퓨리토(Purito), 주미소(Jumiso),
크레이브 뷰티(Krave Beauty), 코스알엑스(COSRX), 바이위시트렌드(By
Wishtrend), 엑시스와이(Axis-Y)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제품은 모두 물리적 자극이 적은 저자극 화학적 각질 제거제로
얇은 피부를 가진 필리핀 소비자들에게 더욱 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브랜드가 다수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이 K-팝으로 인한 한류의 영향으로 아이돌처럼 밝고 매끄러운
피부를 갖기 위해 K-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저자극 화학 각질 제거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표 2] 필리핀 현지 전문들이 언급한 인기 화학적 각질 제거제
번호

브랜드

제품명

국적

언급횟수

1

픽시

글로우토닉

영국

5회

2

퓨리토

ABP 트리플 시너지 리퀴드

한국

3회

3

주미소

예스 아이엠 토너

한국

2회

4

크레이브 뷰티

케일라루야

한국

2회

5

코스알엑스

AHA7 화이트헤드 파우더 리퀴드

한국

3회

6

바이 위시트렌드

만덱릭산5% 스킨 프렙워터

한국

3회

7

엑시스와이

데일리 퓨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

한국

2회

8

디오디너리

살리실산 2%솔루션

캐나다

2회

9

폴라초이스

2% BHA 리퀴드

미국

2회

10

옥시큐어

블랙헤드 클리어링 BHA/PHA 토너

필리핀

1회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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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진출사례 
픽시(Pixi), 필리핀 뷰티 유통채널 베스트셀러 제품 등극

“코로나19이후 저자극 제품이 더욱
인기가 많아졌으며 피부나 신체에 해
를 끼치는 어떠한 것도 사용하고 싶

⦁알로에베라, 인삼, 식물추출물 등 천연성분 함유 강조
⦁제품 사용 전후 이미지를 활용한 SNS 광고 진행

어 하지 않습니다.”
Cherubim/프리랜서 에디터

영국 브랜드 픽시(Pixi)는 필리핀 유통채널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등극하였다. 필리핀 소비자들이 대체적으로 지성 및 여드름성 피부인데다

“필리핀에서 저자극성 제품의 인기는
펜데믹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생
각합니다.”
Nikki Paderna/ 피부과 전문의

코로나19이후 마스크를 장시간 사용하여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저자극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픽시(Pixi)는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알로에베라, 인삼, 식물추출물 등 천연
성분을 사용하여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필리핀
구매 주요 유통 채널인 SNS

광고를 통해 제품 사용전(Before)

/사용후(After)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을 홍보한 것이 필리핀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자리 잡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픽시 (Pixi) 제품 사용전(Before) / 사용후(After) 이미지

출처: 라자다 (www.laz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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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진출사례 ‚
코스알엑스(COSRX), 필리핀 판매 채널 다수 입점
⦁K-뷰티카페 등 한국화장품 전문 온라인숍 활용
⦁사용이 편한 스프레이 형태로 많은 소비자 선호
코스알엑스(COSRX)는 한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현지 판매
채널에 다수 진출한 성공적인 브랜드이다. 초기 왓슨스(Watsons)에
입점하여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필리핀 파트너의 도움으로
단독매장까지 오픈하였다.
특히 한류에 대한 필리핀 현지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K뷰티카페
(KbeautyCafe) 등 한국 화장품 전문 온라인숍을 활용하였으며 필리핀
소비자들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스프레이 형태의 토너를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림 2] 코스알엑스 (COSRX) AHA/BHA 클레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

출처: www.glam-secr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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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이어져온, 물리적 천연 각질 제거제 소비

▶

[Expert Interview] 요약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현지 전문가가 생각하는 인기 물리적 각질제거 상품
⦁설탕, 클레이, 목탄, 딸기, 오이 등 천연성분을 함유한

“각질제거를 위해 피부에 안심하고

마스크 및 스크럽

사용할 수 있는 딸기씨, 커피, 설탕,
소금, 귀리 등의 재료로 만든 천연
스크럽을 선호합니다.”
Elaine Reyes/프리랜서 에디터

필리핀 현지 전문가가 생각하는 인기 있는 물리적 각질제거 브랜드는
허비보레 보타니칼 (Herbivore Botanicals), 스킨푸드(Skinfood), 휴먼 하트
네이처(Human Heart Nature), 매건(Megan), 보타니칼 초이스(Botanical
Choice)등이 있다. 화학적 각질 제거제에 비해 인기 있는 물리적 각질
제거제 한국 브랜드로는 스킨푸드(Skinfood)만이 유일하게 언급되었다.
주요 제품은 머드, 클레이, 설탕, 딸기, 오이, 숯과 같은 천연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및 스크럽’ 이었다. 이처럼 천연 성분을 더욱
선호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피부 민감도가 증가하였으며 화학
성분이 다소 높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 오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물리적 천연 각질 제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이 언급한 인기 물리적 각질 제거제
번호

브랜드

제품명

국적

주요성분

1

허비보레 보타니칼

클레이 마스크

미국

머드, 클레이

2

스킨푸드

블랙 슈가 마스크 위시오프

한국

설탕

3

휴먼 하트 네이처

퓨리파잉 페이셜 스크럽

필리핀

딸기

4

매건

필 오프 젤 마스크

필리핀

오이

5

보타니칼 초이스

딥 클렌징 필 오프 마스크

미국

숯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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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진출 사례 
스킨푸드(Skinfood), 필리핀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 공식 입점
⦁‘먹지마세요·피부에 양보 하세요’ 슬로건 활용
흑설탕

스크럽으로

대표되는

셀렙마켓(Celebmarket)은

물론

스킨푸드는
필리핀의

K-뷰티
주요

온라인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인

라자다(Lazada), 잘로라(Zalora), 쇼피(Shoppee)에도 공식 입점하여 필리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 하세요’라는 슬로건을 활용해 먹을 수
있을 만큼 순하며 먹는 것보다 피부에 바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브랜드 전략은 민감한 피부로 저자극 제품을 선호하는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림 3] 스킨푸드 (Skin Food)

출처: www.celebmarket.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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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진출 사례 ‚
휴먼하트네이처(Human Heart Nature), 오프라인 매장 위주 입점
⦁필리핀 최대 유기농 퍼스널케어 브랜드
⦁다양한 유기농 인증 취득, 딸기 씨 등 천연 유래 성분 사용
휴먼하트네이처(Human

Heart

Nature)는

필리핀

최대의

유기농

퍼스널케어 로컬 브랜드이다. 주로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코코넛, 감람나무,
사탕수수, 알로에 등과 같은 천연 성분 원료와 지역에서 원료를 수급하는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필리핀 전역에 오프라인 전문 매장, 슈퍼마켓
및 대형 유통 매장에 입점되어 있다.
특히 미국천연제품협회 NPA(Natural Product Association) 인증 등
다양한 유기농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딸기씨 등 천연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페이셜 스크럽(Facial Scrub) 역시 필리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림 4] 휴먼 하트 네이처 (Human Heart Nature) 대표적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출처: 로빈슨슈퍼마켓(Robinson Super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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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별로 다양한 각질 제거제 취급

⦁뷰티바 등의 화장품 전문매장, 화학적 각질 제거제 주로 판매
⦁대표 브랜드 더인키리스트(The Inkey List)
글라이코릭산/살리신산 등의 성분명 제품 라벨에 기재하여 홍보
⦁알기 쉬운 사용법 표기로 소비자 공략
필리핀 최초의 스페셜티 퍼스널케어 유통기업인 뷰티바(Beauty Bar)는
전국에 약 13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고품질의 유니크하고 혁신적인
스킨케어, 메이크업 브랜드를 입점시켜 필리핀 내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인키리스트(THEINKEYLIST)와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더인키리스트(THEINKEYLIST)의 경우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글라이코릭산,
살리신산 등의 저자극 성분을 직접 제품명에 기재하여 제품의 성분을
꼼꼼히 살피는 필리핀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제품 포장 겉면에 단계별 사용법을 보기 쉽게 표기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순서대로 각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화학적 각질
제거제의 경우, 각질 제거 후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5] 뷰티바 (Beauty Bar) 매장 조사 - 화학적 각질 제거제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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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슈퍼마켓, 매건(Megan) 브랜드 다수 입점
⦁저렴한 가격의 필 오프 마스크(Peel-off Mask)가 주력 제품
⦁파파야, 오이, 숯 등 천연 성분과 함께 피부톤 개선 효능 강조
필리핀 최대 규모의 대형 쇼핑몰 체인인 에스엠 슈퍼마켓(SM Supermarket)
에는 필리핀 로컬 브랜드 매건(Megan)이 다수 입점 되어 있다.
매건(Megan) 브랜드는 필 오프 마스크(Peel-off Mask)를 주로 판매하는 필
리핀 퍼스널케어 로컬 브랜드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파파야, 오이, 숯,
클레이 등의 천연 성분과 함께 얼굴을 밝게 하는 피부톤 개선 효과를 강조
하고 있어 필리핀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은 적정한 가격과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만큼 순한
천연성분, 온라인은 물론 집근처에 있는 왓슨스(Watsons), 에스엠 슈퍼마켓
(SM Supermarket), 대형 아울렛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
로 뽑았다.

[그림 6] 에스엠 슈퍼마켓(SM Supermarket) 매장 조사 이미지 - 매건(Megan) 브랜드 입점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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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슨스(Watsons), 한국브랜드 디오프러스(Deoproce) 입점
한류스타 모델과 녹차 성분을 강조한 필링젤 홍보
필리핀 전역에 약 860여개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왓슨스(Watsons)에
프리미엄 라인으로 한국 브랜드 디오프러스(Deoproce)가 입점되었다.
디오프러스(Deoproce)는 필리핀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주로

고급

주택

단지에

위치한

고급

쇼핑몰인 SM몰을

비롯해

왓슨스(Watsons)에 입점하였으며 최근에는 필링젤(Peeling Gel) 모델로
한류 스타 ‘송강’을 기용하여 K-뷰티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포장에는

‘녹차

성분’을

강조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강조하였으며 안정성을 위해 세계적 인증기관인 프랑스 이브(Expertise
Ve'gane Europe)로부터 생산 설비 인증과 제품 안정 인증을 받았다.

[그림 7] 왓슨스(Watsons) 매장 조사 이미지 - 디오프러스(Deoproce) 입점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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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제품으로 인한 부정적 소비 이미지 발생

⦁필리핀, 저품질 재생크림/디톡스로 인한 소비 부작용 발생
⦁스킨케어 제품 매출 타격, 각질 제거제에도 악영향 줄 수도
한류의 인기로 K-뷰티는 필리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류 아이돌과 같이 매끄러운 피부를 원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여드름이나 피부 각질 제거 등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고 위해 사용되는 재생 크림이나 디톡스(Detox) 화장품이
과용이나 오용이 되어 피부가 더 나빠지는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여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필리핀 로컬 브랜드의 경우 저품질의 로컬 제품을 판매하면서
K-뷰티 제품처럼 포장에 한글을 사용하거나 한국 브랜드 제품 용기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한국 브랜드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이미지
하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스킨케어 제품 매출 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각질 제거제 판매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고품질의 제품과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제품으로 필리핀 소비자에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pert Interview ]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네(Maskne)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스크를 사용함으로 발생하는 여드름이나 발진을 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먼지에 노출된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각질제거’입니다.
하지만 한때 유행했던 재생, 디톡스 제품들의 오남용으로 피부가
오히려 악화된 사례들이 있어, 각질 제거제를 잘못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도 상당합니다. 각질 제거제가 매우
유용한 제품이기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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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네를 활용한 제품 마케팅 전략 필요

⦁마스크네(Maskne) 키워드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마스크네 현상 유형별 제품 소개 및 사용법 홍보 캠페인 활발
코로나19 이후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마스크네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엔진
최적화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작업이나 주요 인플루언서(Influenc
er)를 통해 마스크네를 소개하고 관련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SNS 마케팅
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마스크네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 방법을 유형별로 설명하고 각 유형에
맞는 유용한 제품과 올바른 사용법을 소개하는 마케팅 캠페인이 필요해 보
인다.
또한, 마스크네로 인해 민감해진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화학 각질 제거제 혹은 천연 성분을 활용한 물리적 각질 제거제의 홍보도
효과적인 프로모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pert Interview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스크네’로 인해 사람들은 순한 저자극
제품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손상을 주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Ginel Diaz/ 피부과 전문의

“‘마스크네’ 문제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자극이나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에 순한 제품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드름 방지 제품이나 여드름 방지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옥세큐어(Oxecure)는 이전부터 여드름 피부 개선 및 치료 등을 앞세워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홍보문구에

마스크네(Maskne) 키워드를 추가하였는데 매우 효과가 좋았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180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여드름 케어 브랜드로 성공한 필리핀 옥시큐어(Oxecure),
저자극 각질 케어 제품군으로 라인업 확대
⦁여드름/마스크네(Maskne) 케어 제품 등과 함께 구성한다면,
시너지 효과 기대할 수 있을 것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도 필요
뷰티알엑스(BeautyRX)를 운영하는 피부과 전문의 슐츠 박사(Dr. Schultz)는
마스크네 치료를 위해 ① 클렌저, ② 토너, ③ 각질 제거제, ④ 국부 여드름
치료제, ⑤ 보습제 순서의 사용과 올바른 사용법을 권장하고 있다. 마스크
네 문제 해결이란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각 단계별로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케어 제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브랜드 옥시큐어(Oxecure)의 경우 필리핀 소비자들의 지성 피부로
인한 여드름 케어와 마스크네 저자극 각질 케어 제품으로 함께 구성 판매
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결론적으로, 각질 제거제는 한가지 제품에 집중된 마케팅보다는 제품 소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보습제 · 자외선 차단제 등과의 패키지 구성을 통해
보다 큰 판매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옥시큐어(Oxecure) 여드름케어+각질제거 케어 제품

출처: www.oxecur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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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9

필리핀 소비자에게 딱 맞는 라이브커머스
필리핀 라이브 커머스 시장 급성장
SNS, 오픈 마켓,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 경쟁 중
한국 화장품 또한 적극적으로 라이브 커머스에 활용 필요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필리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모바일
사용량 증가와 함께 빠르게 성장했다. 현지 소비자들이 ‘구매 편리성’을 중시함에
따라 향후 현지 라이브 커머스 시장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는 ‘SNS’, ‘오픈 마켓’,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이 경쟁 중이다.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도 각
플랫폼 특징에 맞게 진출하여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제품에 맞는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유명인
섭외, 흥미로운 콘텐츠가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는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매출 증가에 효과적인 플랫폼인 만큼, 더 많은 한국 브랜드가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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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떠오르는 유통 전략, 라이브 커머스

⦁새로운 온라인 유통 전략 ‘라이브 커머스(Live-commerce)’,
모바일 사용자 증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
⦁쇼핑도 재미있게, 쇼퍼테인먼트(Shoppertainment) 확산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며, 라이브
커머스가 뷰티 업계에서 새로운 유통 채널로 떠오르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Live-commerce)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온라인 채널을 의미한다.
라이브 커머스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와 외출
금지에 힘입어 필리핀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필리핀 뷰티 전문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온라인 쇼핑에 오락적 요소가 더해진 ’쇼퍼테인먼트
(Shoppertainment)‘인 라이브 커머스로 쉽게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쇼핑(Shopping)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인 ‘쇼퍼테인먼트’는
말 그대로 제품 판매와 동시에 소비자에게 재미와 흥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수많은 라이브 커머스 간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평가된다.
라자다 그룹 크로스 보더 사업 부분 총괄 책임자 취엔 이(Quan Yi)는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에서 쇼퍼테인먼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인기가 높은 필리핀 시장에서
차별화를 위해선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pert Interview ]

“라이브 커머스는 팬데믹으로 인해 지루해진 소비자들을 사로잡기에 좋은
판매 플랫폼입니다. 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갖춘 라이브 커머스는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유망한 유통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Nikki Soriano / 뷰티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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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필리핀(Facebook PH),
필리핀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 시 가격보다 구매 편리성 중시
⦁라이브 커머스, 구매 편의성과 구매 전환율을 높일 새로운 판매 전략
지난 2021년 4월 페이스북 필리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
소비자의 93.0%가 온라인 쇼핑 시 가격보다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7.0%가 '편리한 온라인 쇼핑을 위해 더 큰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라
답하여, 온라인 쇼핑 시 구매 편리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페이스북 필리핀 지사장 존 루비오(John Rubio)는 ‘구매 편리성이
확보되면, 구매 의사가 실구매로 전환되는 비율, 즉 구매 전환율(CVR;
Conversion rate)이 올라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말하며,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쇼핑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루비오는 ‘페이스북 라이브 쇼핑’ 등 라이브 커머스를 새로운
온라인 판매 전략으로 제시하며, 향후 필리핀 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그래프 1-2] 페이스북(Facebook) 필리핀의 온라인 쇼핑 경험 관련 설문조사 결과

출처: ABS-CBN 뉴스(ABS-CBN News), ‘Filipinos prefer Convenience, live selling, when shopping online: Facebook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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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비자 10명 중 8명, 라이브 커머스를 본 적 있다
⦁유경험 소비자 중 33.5%, 실제 구매로 이어져
10-20대, 라이브 커머스 구매 전환율 특히 높은 편
필리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9.9%가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3.5%는 실제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 커머스 유경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0-20대 소비자의 라이브 커머스 참여 경험 비율은 각각
69.9%, 75.6%로, 30-40대 소비자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40대의 실제 구매 경험 사례가 28.2-28.4%인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참여 비율이 낮았던 10대는 37.9%, 20대는 40.9%를 기록했다.
10-20대가 라이브 커머스 참여율은 낮더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
즉 ‘구매 전환율(CVR)’은 30-40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필리핀 소비자 전 연령대에서 라이브 커머스 인지도가 높고, 특히 Z세대,
10-20대에서 구매 전환율이 높은 만큼 향후 라이브 커머스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 예상된다.

[그래프 3-4] 라이브 커머스 참여 및 구매 경험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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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라이브 커머스는 화장품 판매에 특히 효과적
⦁편집없는 시각 자료 제공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화장품 쇼핑의 한계 극복
필리핀 뷰티 전문가는 ‘라이브 커머스는 화장품 판매에 특히 효과적’이라
강조하며, 화장품 브랜드들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진출을 독려했다.
기존 온라인 화장품 쇼핑은 직접 사용해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면 ‘직접 사용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는 편집된 것이지만, 실시간
스트리밍하는 영상은 왜곡이 어려워 신뢰도도 높다고 덧붙였다.
라이브 커머스의 또 다른 장점은 소비자와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으로 혼자 쇼핑할 때와는 달리 채팅을 통해 판매자 또는
다른 소비자와의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때문에,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판매자에게 직접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다른 소비자 의견을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를 화장품 브랜드가 활용한다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정보 부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구매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분석된다.

[Expert Interview ]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어려워진 지금,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에 있는 한정된
정보에만 의존해 화장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도 직원이 없어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이브 커머스는 무엇보다 화장품을 구매하기에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생생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고,
판매자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소비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의 정보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Jigs Mayuga / L'ORÉAL Philippines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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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라이브 커머스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필리핀 뷰티 데이터 21,299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강신호
틱톡

▶

Big Data Analytics : Live-commerce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필리핀의 라이브 커머스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틱톡’, ‘라이브스트림’ 등이 강신호로 감지되었다.

라이브스트림
인플루언서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 ‘틱톡’과 ‘쇼피’가 높은 성장률을 보여 향후 SNS

쇼피

플랫폼과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자다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셀레브리티
페이스북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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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북’과 쇼피 외 필리핀의 대표 오픈 마켓 플랫폼인 ‘라자다’도 여전히 높은
키워드 점유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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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유형

⦁소비자 선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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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시장을 선도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유형은?

1순위 SNS(80.2%), 2순위 오픈 마켓(68.5%)
⦁현지 전문가가 생각하는 현지 유망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유형은?
① SNS, ② 오픈 마켓, ③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 플랫폼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2%가 ‘SNS 플랫폼’을 가장 선호하며, 오픈
마켓(68.5%)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전문가들 또한 SNS 플랫폼 ‘페이스북(Facebook)’, 오픈 마켓의 경우
‘쇼피(Shopee)’와 ‘라자다(Lazada)’를 향후 인기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
언급했다. 그 외 필리핀 자체의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 플랫폼인
‘쿠무(Kumu)’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SNS 인기 요인으로
우수한 모바일 접근성을 꼽았다. 2021년 기준 ‘SNS 플랫폼’ 사용자의
98.7%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만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
구성 자체가 모바일 사용자에 최적화되어 있다.
플랫폼 자체에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SNS의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에도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현지 전문가의 ‘2022년 유망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유형’ 관련 답변
필리핀 뷰티 전문가

언급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Cherubim (프리랜서 에디터)

SNS(페이스북/Facebook), 오픈 마켓(쇼피/Shopee)

Jigs Mayuga (L'ORÉAL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픈 마켓(라자다/Lazada)

Nikki Paderna (피부과 전문의)

SNS(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스트리밍플랫폼(쿠무/Kumu)

Ginel Diaz (피부과 전문의)

오픈 마켓(라자다/Lazada)

Nikki Soriano (뷰티 유튜버)

SNS(페이스북/Facebook), 오픈 마켓(쇼피/Shopee)

Elaine Reyes (프리랜서 에디터)

SNS(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 스트리밍플랫폼(쿠무/Kumu)

Diane Santos (뷰티 블로거)

SNS(페이스북/Facebook)

Rojene Quintero (뷰티 블로거)

SNS(페이스북/Facebook), 오픈 마켓(쇼피/Shopee)

Gabrielle Diaz (뷰티 블로거)

SNS(페이스북/Facebook)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10명 중 9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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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

⦁현지 전문가가 생각하는 유망 SNS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은?
페이스북(Facebook)이 대세
⦁SNS 라이브 커머스 시장, 사용자 수 많은 페이스북이 독점
⦁선호 SNS 플랫폼은 1위 ‘페이스북’, 2위 ‘페이스북 메신저’
필리핀 뷰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유망한 SNS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SNS 플랫폼을 선택한 7명 모두가 ‘페이스북’을
가장 유망한 플랫폼으로 평가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의 인기 요인으로 많은 사용자 수를 꼽았다.
실제로 스태티스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필리핀 페이스북 사용자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96.0%, 전체 인구의 6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태티스타에서 필리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호 SNS 플랫폼’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96.8%가
페이스북을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페이스북의 ‘메신저’가 92.1%로 선호도
2위를 차지했다.
필리핀 내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전체 인구 10명 중 7명에 달할 정도로
많고, 선호도도 높은 만큼, 라이브 커머스로 유입되는 사례 또한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6] 필리핀 16-64세 인터넷 사용자 선호 SNS 플랫폼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Leading social media platforms among internet users in the Philippine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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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Innisfree),
페이스북 라이브 활용해 필리핀 소비자 공략

“이니스프리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제품 이해도 높은 매장 담당자가 직접 라이브 커머스 운영
⦁퀴즈 · 댓글 이벤트 등 프로모션과 메이크업 제품시연 방송

매장 직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마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로드샵

브랜드

‘이니스프리(Innisfree)’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리핀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전문 판매자 대신 실제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방송에

Nikki Soriano / 뷰티 유튜버

출연하는 ‘매장 라이브 판매(Store Live Selling)’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제품 이해도가 높은 직원들의 상세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니스프리는 라이브 커머스 중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소비자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 방송 중 제시되는 퀴즈를 맞히거나,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제품을 증정하는 등 자사 라이브 커머스 자체에 관심을 유도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메이크업 제품을 판매할 때는 방송 중 직접 수정화장을 하는 등
제품시연을 한다. 소비자들이 제품 테스트를 하지 못하더라도 직접
사용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1] 이니스프리(Innisfree) 매장 라이브 셀링(Store Live Selling) 이미지

출처: 이니스프리(Innisfree) 필리핀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innisfree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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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픈 마켓(Open Market) 플랫폼

⦁현지 전문가가 생각하는 유망 오픈 마켓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은?

● 현지 인기 오픈 마켓

라자다(Lazazda), 쇼피(Shopee)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라자다 · 쇼피, 라이브 커머스 제품 판매&홍보 수단으로 활용
필리핀 뷰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쇼피(Shopee)’를, 2명이 ‘라자다(Lazada)’를 미래가 유망한 오픈 마켓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라 답했다.
아이프라이스(iPri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월간 트래픽
기준, 필리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쇼피와 라자다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쇼피와 라자다를 이어 3위인 자로라(Zalora)의 트래픽 수는 쇼피의 3.2%,
라자다의 4.6%에 불과할 정도로, 필리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쇼피와
라자다의 영향력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리핀에서 SNS 플랫폼보다 오픈 마켓의 라이브 커머스 선호도는 높지
않으나, 쇼피와 라자다 모두 ‘필리핀 대표 유통 플랫폼’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2021 필리핀 B2C 전자상거래 사이트 순위(트래픽 기준)
순위

사이트명

분류

트래픽

1위 대비 트래픽 양

1

쇼피(Shopee)

오픈 마켓

5,460만

100.0%

2

라자다(Lazada)

오픈 마켓

3,828만 6,700

70.1%

3

자로라(Zalora)

패션

177만 3,300

3.2%

4

뷰티마닐라(BeautyMNL)

뷰티&퍼스널케어

49만 5,300

0.9%

5

갈레온(Galleon)

사무용품

27만 600

0.5%

6

플라워스토어(Flowerstore)

꽃, 식물

21만 300

0.4%

7

킴스토어(Kimstore)

전자제품

12만 1000

0.2%

8

유바이(Ubuy)

오픈 마켓

8만 5,400

0.2%

9

세포라(Sephora)

뷰티&퍼스널케어

8만 5,000

0.2%

10

퍼품-필리핀(Perfume-Philippines)

뷰티&퍼스널케어

7만 5,800

0.1%

출처: 아이프라이스(iPrice), ‘Leading e-commerce websites Philippines by monthly web visit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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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성장세 보이는 쇼피, 라이브 커머스 시장도 장악 중
⦁2020년 이후 본격적인 인기,
빅크리스마스 세일 기간 동안 ‘4억 5,000만 조회 수’ 달성
⦁쇼피 라이브(Shopee Live),
공동 스트리밍(Co-streaming) 서비스 추가로 양방향 소통 강화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쇼피(Shopee)는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동남아시아 기존 강자인 라자다(Lazada)의 유일한 경쟁자로 꼽힌다.
쇼피의 성장 배경에는 ‘쇼피 라이브(Shopee Live)’, ‘쇼피챗(Shopee Chat)’
등 쇼핑 과정 전반에 소비자 소통 기능을 강화한 서비스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쇼피의 인앱(In-App) 라이브 커머스 기능 ‘쇼피 라이브(Shopee Live)’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2020년 5월 쇼피 내 판매자들의
방송 횟수는 전년동월 대비 약 40배 증가했으며, ‘12.12 빅 크리스마스’
세일 기간 동안 4억 5,000만 조회 수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확장세를
나타냈다.
2021년 3월에는 쇼피 라이브에 공통 스트리밍(Co-Streaming)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방송 호스트(Host)가 시청자 중 한 명과 함께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라이브 커머스의 강점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양방향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라 분석된다.

[그림 2] 쇼피(Shopee)의 2020년 ‘12.12 빅 크리스마스 세일’ 기록

출처: 쇼피 필리핀(Shopee Philippines) 홈페이지 (shope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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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인디 브랜드 홍보에 라이브 커머스 적합
● 제뉴트리언트(Zenutrients)의

쇼피 라이브 홍보 이미지

⦁제뉴트리언트(Zenutrients), 쇼피 라이브 통한 인지도 향상
필리핀 뷰티 전문가들은 라이브 커머스가 소규모 또는 인디 뷰티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브랜드가 온라인 판매나 홍보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시각적 자료가 동반되는 만큼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절하다.
신생 브랜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호작용과 생생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면 쉽게 해소된다는 것이다.
필리핀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제뉴트리언트(Zenutrients)도 쇼피 라이브를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한 현지 전문가는 쇼피 라이브를 통해 제뉴트리언트 샴푸를 구매한 경험을
언급하며, ‘모르던 브랜드 제품을 쇼피 라이브에서 라이브 커머스에서
우연히 구매했는데 써보니 마음에 들어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pert Interview ]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판매 플랫폼으로, 특히
인디 브랜드처럼 소규모 뷰티 브랜드에 적합한 판매 채널입니다.
이들은 브랜드 인지도 자체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면 쉽게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자연히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적은 것도 큰 기회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Nikki Soriano / 뷰티 유튜버

“쇼피 라이브에서 제뉴트리언트(Zenutrients)의 샴푸를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브랜드에 대해 알지 못했으나, 우연히 쇼피 라이브를
구경하다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제품을
직접 받아보니 마음에 들어서 이후에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Cherubim Cassandra Paula Javier / 프리랜서 에디터

193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 라자다(Lazada)의

‘즉시 구매(See-Now-Buy-Now)’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라자다(Lazada)의 인앱(In-App) 플랫폼 라즈라이브(LazLive),
즉시 구매 서비스, 판매자-소비자간 실시간 상호작용 가능

홍보 이미지

알리바바(Alibaba) 그룹이 소유한 라자다(Lazada)는 지난 2018년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라즈라이브(LazLive)’을 인앱(In-App) 기능에 추가하며 본
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라즈라이브는 동남아시아 e커머스 플랫폼 중 최초로 방송 중 ‘즉시 구매(Se
● 전문가 인터뷰

e-Now-Buy-Now)’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생방송 중 판매자와 소비
자가 상호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라자다 라이브 커머스
(라즈라이브; Lazlive)는

구매가 가능한 라이브커머스 본연의 기능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현지 전문가는 오프라인 쇼핑처럼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소통하고, 즉시 구매
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고 평
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장 방문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을 자극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서비스입니다.”
Ginel Diaz / 피부과 전문의

실제로, 필리핀 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진 2020월 4월 라즈라이브를
통해 발생한 총 판매량(GMV; Gross Merchandise Volume)은 전월 대비
45.0% 증가했으며, 시청자 수가 2,700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림 3] 라자다 라이브(Lazada Live)의 홍보 이미지

출처: 라자다 필리핀(Lazada Philippines 홈페이지 (lazada.co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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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즈(Ponds), 라자다와의 파트너십으로 동남아시아 성장 가속화
⦁인기 인플루언서 · 연예인 · 스포츠 선수와 함께 ‘라즈라이브’ 진행
⦁브랜드 모델로 K-팝 스타 기용해 팬들의 눈길 끌어
미국 뷰티 브랜드 폰즈(POND’S)는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스킨케어
시장 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라자다(Lazada)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특히, 폰즈는 현지 인기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광고 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브랜드 모델인 필리핀 인기 배우 캐슬린 베르나르도(Kathryn Bernardo)와
함께 ‘#MakeItFunMakeItPonds’ 캠페인을 홍보하거나, 스포츠 선수
펠리시아 퀴(Felicia Cui)와는 ‘#GlowYourOwnWay’라는 슬로건의 신제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브랜드 모델인 K-팝 스타 레드벨벳의 웬디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 이벤트를 진행했다. 제품 홍보뿐만 아니라 모델의 독점 인터뷰 또한
포함되어 많은 K-팝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폰즈의 글로벌 브랜드 담당자 로힛 바신(Rohit Bahasin)은 화제성이 높은
출연자와 함께 방송하면 제품 홍보와 실제 판매량 증가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를 꾸준히 섭외한다고 밝혔다.

[그림 6-7] 폰즈(POND’S)의 라즈라이브(Lazlive) 이미지

출처: 라자다 필리핀(Lazada Philippines)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azada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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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라이브 스트리밍(Live-streamimg) 전문 플랫폼

⦁SNS·오픈마켓을 따라잡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쿠무(Kumu)의 등장
⦁현지 대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성장한 쿠무,
2021년에는 시리즈 B 1,500만 달러 신규 투자 유치
일부 뷰티 전문가들은 글로벌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외 필리핀 현지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 플랫폼 쿠무(Kumu)의 성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쿠무(Kumu)는 라이브 스트리밍 전문 플랫폼으로,

● 전문가 인터뷰

동영상 공유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와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쿠무의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는 페이스북이나 쇼피, 라자다 등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서 늦게 출시되었으나, MZ세대 소비자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덕분에 10대 위주로만 알려져
있던 쿠무(Kumu)가 빠르게

제공하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사용자를 늘리는 데 성공했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필리핀 애플 앱스토어(Apple App Store)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또한, 2020년 4월 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2)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1년 뒤 2021년 6월 1,500만 달러의 시리즈 B3)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필리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림 8] 쿠무(Kumu)의 라이브 스트리밍 리스트

출처: 쿠무(Kumu) 홈페이지(www.kumu.ph)

2) 시리즈 A (Series A) : 일반적으로 기업의 첫 번째 중요한 투자 유치 단계를 뜻함
3) 시리즈 B (Series B) : 기업을 빌드업 하는 단계에서 유치하는 투자 유치 단계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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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뷰티 브랜드 러스트러스(Lustrous), 쿠무(Kumu)에서 화제
⦁유명 연예인과 라이브 커머스 운영,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필리핀 인디 메이크업 브랜드 러스트러스(Lustrous)는 필리핀 유명 여가수
나딘 러스트레(Nadine Nustre)와 호주 화장품 기업 BYS가 협업해 출시한
브랜드이다. 러스트러스는 쿠무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발하게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러스트러스는 창립자인 유명 연예인 나딘 러스트레가 자주 출연하는데, 그
녀의 출연 자체만으로도 라이브 시청자 수가 급증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매출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딘과 함께 라이브 커
머스를 자주 진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 중에는 그녀에 대한 인터뷰와 브랜드 출시 배경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고, 제품 증정 및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단순히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한 현지 전문가는 러스트러스의 쿠무 라이브에 대해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이라 평가하며, 쿠무와 러스트러스의 주 소비층이
10-20대 소비자로 비슷하여 라이브 커머스로 인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었다고 말했다.

[Expert Interview ]

“러스트러스(Lustrous)의 브랜드 모델인 나딘 러스트레가 출연하는
라이브 방송은 제품 판매와 함께 인터뷰,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방송들보다 화제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지도
향상에 좋고 매출도 증가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러스트러스의 주 소비층은 10-20대, 일명 MZ세대인데 이는
쿠무(Kumu)의 주 사용자층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다른 뷰티 브랜드들이
쇼피, 라자다를 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러스트러스는 쿠무를 주
플랫폼으로 활용합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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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뷰티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현지 소비자가 생각하는 라이브 커머스 사용 요인
1순위 할인, 증정 등 프로모션(75.7%)
2순위 유명인 출연(57.7%), 3순위 재미있는 콘텐츠(37.8%)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7%가 할인, 증정 등 프로모션을 꼽았다.
프로모션 외에는 유명 인플루언서 또는 연예인의 출연(57.7%), 재미있는
콘텐츠(37.8%)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 커머스 시청 목적이 제품 구매이니,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프로모션(Sales Promotion)’ 여부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쇼퍼테인먼트(Shoppertainment)’를 표방하는 만큼, 하나의 재미 요소인
출연자와 콘텐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Expert Interview ]

“라이브 커머스는 단순한 판매 채널을 넘어 하나의 오락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인 또는 증정 등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방송에 흥미로운 콘텐츠를 담는 것도 ‘쇼퍼테인먼트
(Shoppertainment)’인 라이브 커머스엔 중요합니다.”
Elaine Reyes / 프리랜서 에디터

[그래프 5] 라이브 커머스 사용 요인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중
라이브 커머스 유경험 소비자 33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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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인·증정 등 프로모션(Sales Promotion)

⦁현지 전문가, 프로모션이 라이브 커머스 시청의 가장 큰 이유
⦁라이브 커머스 한정 할인, 증정, 세트 제품 필요

홍보 이미지

필리핀 뷰티 전문가는 ‘프로모션은 소비자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는
가장 큰 이유’라 말하며, 방송 중 ‘라이브 커머스 한정 프로모션’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브 커머스의 목적 자체가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시청에 대한 보상(Incentive) 개념으로 할인 등
프로모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할인 외에도 샘플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라이브 커머스 한정
세트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제안했다. 특히,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선 ‘프로모션이 방송 후반에 공개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pert Interview ]

“라이브 커머스의 본질적인 목적은 매출 증가를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중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할인, 증정 등 프로모션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 대상을 방송을 끝까지 시청한 사람들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청에 대한 보상(Incentive)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끝에 행사 내용이 공개된다고 홍보한다면 시청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 시청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아무리 재미있는 콘텐츠가 준비되어있더라도, 제품 구매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라이브 커머스’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라이브
커머스에서 할인, 증정, 샘플 또는 사은품 제공 등 공격적인 판촉
행사를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미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라이브 커머스 한정 세트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선 적당한 행사는

필요합니다.”
Diane Santos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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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명인 출연 / ③ 재미있는 콘텐츠

⦁현지 전문가, 유명인과의 라이브 커머스는 화제성 높아
⦁효과적인 사전 광고 & 높은 시청률 확보 가능
⦁퀴즈, 경품 이벤트도 시청자 유지에 효과적
일부 뷰티 전문가는 라이브 커머스의 화제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모션
외에도 오락(Entertainment)적 요소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이 출연한 라이브 커머스는 다른 방송들보다 화제성도
높고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미국

메이크업

브랜드

바비브라운(Bobbi

Brown)은

필리핀

뷰티

인플루언서 사미 순가(Sammie Sunga)와 함께 라즈라이브(Lazlive)를
● 폰즈(POND’S) K-팝 스타와의

라즈라이브(Lazlive) 홍보 이미지

진행했다. 방송에는 상품 추첨,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와 ‘틱톡
메이크업(Tik Tok Makeup Look)’ 등 뷰티 콘텐츠가 구성되어 많은
시청자를 확보했고 화제성 또한 높았다.
미국 뷰티 브랜드 폰즈(POND’S)가 K-팝 스타 레드벨벳의 웬디와 함께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도 화제성과 매출 모두 잡았다고 평가된다. 폰즈는
방송 전부터 웬디의 라이브 커머스를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고, 실제
방송에 약 1만 5,000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시청률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준비된 한정 세트가 완판되는 등 높은 판매 실적을 달성하여 신제품
판촉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분석된다.

[Expert Interview ]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나 브랜드 모델인 연예인이 출연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일반 방송들보다 화제성도 높고 판매 성적도 훨씬 좋습니다.”
Cherubim Cassandra Paula Javier / 프리랜서 에디터

“라이브 커머스의 프로모션 내용이 좋아도, 화제성 자체는 유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유명인들의 섭외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사전 광고를 하기에도 좋고 실제 판매량도 많아
많은 브랜드가 유명 출연자를 찾습니다.”
Nikki Paderma / 피부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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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 인기에도 K-뷰티 브랜드의 진출은 미미
⦁신규 브랜드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플랫폼 중 하나로 검토 필요
필리핀 현지 전문가는 필리핀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니스프리처럼 필리핀에 오프라인 지점을 낼 정도로 많이 진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현지 전문가는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선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 화장품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브랜드라면 더더욱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브 커머스는 현장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제품시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품 및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신규 브랜드가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신뢰도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또한, 폰즈의 사례처럼 한류 연예인이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실제로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명인 섭외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길 제안했다.

[Expert Interview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한국 브랜드가 필리핀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브랜드가 인기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모션과 콘텐츠를 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K-팝
아이돌이나 한류 연예인이 출연한다면 굉장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략)
만약 필리핀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브랜드라면, 특히 MZ세대를
공략하고자 한다면 라이브 커머스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플랫폼입니다.”
Rojene Quintero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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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0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선스크린 시장
필리핀 선스크린 1인당 소비 규모, 선진국 대비 4.4% 수준
필리핀 소비자의 선스크린 인식은 ‘끈적이는 해변 전용 상품’
소비자 고정관념 없앨 간편하고 가벼운 제형의 선스크린 인기 전망
현재 필리핀의 선케어 시장은 선스크린 1인당 소비 규모가 프랑스 등의 선진국
대비 4.4%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화장품에 대한 소비인식 증가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필리핀 소비자들의 선스크린에 대한 인식은 ‘끈적이는, 해변
전용 상품’으로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간편하고 가벼운 형태’ 선스크린의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지 소비자들의 선스크린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스크린
필요성 제고, SPF 지수, 사용 횟수 등에 대한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프레이 형태나 소용량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의 효능을 포장이나 캠페인에 홍보문구로 사용한다면 현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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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선케어 시장,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세

⦁필리핀 선케어 시장 규모,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급감 이후, 현재 회복세
⦁2021-2025년, 5년간 연평균 13.9% 시장 성장 기대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필리핀 선케어(Suncare) 시장 규모는 1,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이는 2019년 2,454만 달러에서 약 43% 하락한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제한되며, 자연스럽게 선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백신 접종, 도시 봉쇄 해제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필리핀의 선케어 시장은 2020년 대비 약 16.2% 증가한 1,627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의 선케어 시장은 향후 5년(2020~2025년)간
연평균 17.4%씩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는 2021년 대비
약 1.9배 이상 증가한 약 3,127만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프 1] 2018-2025년 필리핀 선케어 시장 규모

출처: 유로모니터(Euromonitor), ‘선케어 시장 규모(Suncare Market siz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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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선스크린 소비 특징

⦁필리핀 소비자의 선스크린에 대한 소비인식,
아직은 해변 등 본격적인 야외활동에만 사용

“필리핀 사람들은 휴가철
해변이나 수영장에 놀러 갈
때만 선스크린을 바르려는

⦁필리핀 소비자 10명 중 5명,
선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거나 하루에 한 번 미만 사용

경향이 있습니다.”
Rojene Quintero / 뷰티 블로거

필리핀의 전문가들은 필리핀 사람들은 ‘선스크린은 아직 해변이나 수영장에
놀러 갔을 때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
사용하기보단 특별한 날이나 야외활동이 많은 날만 사용하는 것이다.
필리핀 날씨가 덥고 자외선이 강한 편이지만, 선스크린 사용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필리핀 소비자 10명 중 5명은 선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거나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선스크린을 몇 번 사용하나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9%가 평소
사용하지 않거나, 하루에 한 번 미만으로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래프 2] 일주일 중 선스크린 사용 횟수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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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가 선스크린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① 선스크린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97.4%),
② 불편해서(13.2%) 등이 차지
필리핀 소비자의 약 97.4%는 선스크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3]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선스크린을 하루에
한 번 미만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4%가 ‘선스크린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낌’이라고 응답하였다. 13.2%의
응답자만이 ‘불편해서’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선스크린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낌’에 동의한 응답자들의 세부 의견
으로는 ‘선스크린 사용을 챙기지 않아서, 제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특
별한 점이 없어서’ 등이 나타났다.
이에 필리핀 현지 화장품 시장에서 선스크린의 특징 및 제품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면, 사용자와 사용 횟수 증가로 선케어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래프 3] 선스크린을 하루에 한 번 미만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선스크린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거나 하루에 한 번 미만 사용하는 소비자 223명 응답 결과(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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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비자가 처음 느끼는 선스크린 인상
‘끈적거리며 일상보다는 해변 전용 제품’
⦁필리핀 선스크린 브랜드도 해변 활동을 위한 선스크린 주력 홍보
필리핀의 전문가들은 자국의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가볍고, 피부에 잘 흡수되는 선스크린을 선호한다고 언급했고, 선스크린은
여름철 또는 휴가철 해변 등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햇빛으로
인한 화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비치 헛(Beach hut)’, ‘벨로(Belo)’ 등의 필리핀 주요 선스크린 브랜드들은
‘해변을 위한 선스크린’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래 [그림 1]과 같이 비치 헛은 ‘선블록 맥스 SPF100++ 선스크린 로션
100ml(Sunblock MAX SPF100++ Sunscreen Lotion 100mL)’ 제품을
해변을 배경으로 제작한 포스터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뷰티
블로거들은 선스크린을 품평할 때 주로 해변에서 사용함으로써 ‘해변을
위한 선스크린’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해변을 배경으로 하는 ‘비치 헛’ 및 ‘벨로’의 홍보 이미지

출처: 쇼피(shopee.ph) 홈페이지, 뷰티 블로거 샘플 룸(Sampl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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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선스크린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필리핀 뷰티 데이터 21,299건 분석 결과(2018.01.01~2021.06.30)

● 주요 키워드

▶

강신호

약신호

붉은기

모공 관리

실내

Big Data Analytics : Sunscreen
빅데이터를 통해 필리핀의 선스크린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붉은기’, ‘실내’, ‘오일 프리’, ‘쿨링’이 강신호로 감지되었으며, ‘모공
관리’가 약신호로 감지되었다.

오일 프리
쿨링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 ‘모공 관리’ 키워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빈도(점유율) 측면에서는 ‘선스크린’, ‘SPF’ 키워드가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모공 관리 키워드는 최근 그 빈도가 급성장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선스크린 수요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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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현황

▶

● 전문가 인터뷰

⦁필리핀 소비자 중 65.2% 피부 타입 지성에 가깝다고 응답

“필리핀에는 지성·복합성

필리핀 ‘지성 및 복합성 피부’ 인구 다수

⦁필리핀 전문가, 필리핀 인구 중 대다수는 지성 및 복합성 피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소비자의 65.2%는 자신들의 피부 타입이 지성에 가깝다고 응답한

Rojene Quintero / 뷰티 블로거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 5]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당신의 피부
타입은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65.2%가 ‘나의 피부 타입은
지성에 가깝다’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소비자의 동의율이 74.6%로 가장 높았고, 40대의
동의율은 69.5%로 30대의 뒤를 이었다. 10대의 동의율이 56.6%로 가장
낮았지만, 전 연령대에서 과반수의 소비자가 자신의 피부 타입이 지성에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필리핀의 전문가는 필리핀 인구의 대다수는 지성 및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래프 5] 필리핀 소비자의 피부 타입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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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왓슨스(Watsons), 지성 피부 소비자를 위한
오일 프리·무광택의 수성&젤 형태 선스크린 홍보
필리핀 ‘왓슨스(Watsons)’는 일반의약품 및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드럭스토어(DrugStore) 체인 기업으로,
2021년 9월 기준 295만 팔로워를 보유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 왓슨스는 블로그를 통해 뷰티 관련 최신 트렌드 및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의 정보 제공 및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한 예로, 지성 피부에
적합한 선스크린을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글을 통해
모공이 막힐 가능성이 낮아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모공을 막지 않는(Non
Comedogenic)’ 제품의 사용을 제안하였고, 오일 프리&무광택, 수성&젤
형태의 선스크린을 홍보하고 있다.

[그림 2] 필리핀 왓슨스의 지성 피부인을 위한 선스크린 홍보 이미지

출처: 필리핀 왓슨스(www.watsons.com.ph)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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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시장에서 인기 있는 선스크린 제품 특징은?

⦁선스크린 인기 제품 특징,
‘백탁 현상 없음·톤업 효과, 약한 향, 따갑지 않은, 블렌딩 용이’
⦁필리핀 소비자, 백탁 효과에 대한 높은 소비 민감도
필리핀의 전문가들은 필리핀 소비자의 피부색이 한국인보다 어두워 백탁
현상이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현상이 없고 가벼운 형태로 발림성이
좋은 선스크린을 좋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선스크린은 향이 약하며
따갑지 않고 블렌딩이 쉬운 제품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Expert Interview ]

"필리핀 사람들은 쿨링 효과가 있지만, 백탁 현상이 없는 가벼운 형태의
선스크린을 좋아할 것입니다."
Ginel Diaz / 피부과 전문의

"필리핀 사람들의 피부색이 한국인보다 어두우므로 백탁 현상이 없는
제품을 선호할 것입니다. 추가로, 향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선스크린의 향기가 약했으면 합니다."
Danielle Ong / 뷰티 블로거

"모든 피부 타입의 사람들이 백탁 현상이없고, 뭉침 없이 블렌딩이 쉽고,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지 않으며, 눈에 따갑지 않은 선스크린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그림 3] 백탁 효과 없음 선스크린 홍보 이미지

출처: 유튜버 Tyr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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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선스크린 질감은
‘오일 프리(18.3%), 보습(18.3%), 가벼운(11.4%)’ 순
⦁현지 전문가 ‘가벼운, 오일 프리, 쿨링, 끈적이지 않는’ 질감 추천
필리핀의 소비자들은 오일 프리, 촉촉한 질감의 선스크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 6]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선호하는
선스크린 질감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18.3%가 ‘오일
프리’, ‘보습’이라고 답변하였고, ‘가벼운’ 질감이 11.4%의 동의율로 뒤를
이었다.
[그래프 6]과 같이 ‘오일 프리’ 응답자 중 20대의 동의율이 20.7%, ‘보습’
응답자 중 40대의 동의율은 23.2%, ‘가벼운’ 응답자 중 10대의 동의율이
18.4%로 연령별로 선호하는 질감이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필리핀 현지 화장품 시장에서 선스크린의 질감을 연령별 선호도에
맞게 차별화한다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래프 6] 필리핀 소비자가 선호하는 선스크린 질감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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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선스크린 형태는
‘크림(17.1%), 로션(11.4%), 스프레이(2.7%)’ 순
⦁필리핀 매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크림 타입,
아넷사(Anessa) 가벼운 질감의 선스크린으로 현지 인기
필리핀의 소비자들은 크림 형태의 선스크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 7]의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선호하는 선스크린
형태는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17.1%가 ‘크림’ 형태를 가장

브랜드
제품명
가격
용량

아넷사
(Anessa)
퍼펙트 UV 선스크린
스킨케어 밀크
749페소
200ml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가벼운’ 질감을 가장
선호하는 10대의 동의율이 23.7%로 가장 높다는 점이다.
그 외로는, 로션(11.4%)과 스프레이(2.7%)가 뒤를 이었다. 이 중 로션의
경우 40대의 동의율이 19.6%로 가장 높지만, 20대의 동의율은 3.7%로
가장 낮아 대조를 이루었다.
필리핀 현지 매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선스크린은 크림 형태이며,
‘아넷사(Anessa)’의 ‘퍼펙트 UV 선스크린 스킨케어 밀크(Perfect UV
Sunscreen Skincare Milk)’ 제품이 가벼운 질감의 크림 형태로 필리핀
소비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스크린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래프 7] 필리핀 소비자가 선호하는 선스크린 제형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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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크림 형태 보편적, 스프레이 형태 최근 인기,

● 필리핀 현지에서 인기 있는

스프레이 형태 선스크린

스틱형은 출시 이어지고 있으나 수요 감소’
⦁필리핀 선스크린 주요 브랜드(해피 스킨·벨로),
사용 편리한 스프레이 형태 제품 잇따라 출시
필리핀 전문가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선스크린은 크림 형태가 보편적이며
최근에 스프레이 타입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틱형 선스크린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랜드

해피 스킨

한편, 현지 전문가들은 필리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스크린 형태로 아래

(Happy Skin)
듀 쿨링 UV 선

제품명

미스트 SPF 35

가격
용량

PA+++
849페소
70ml

[표 1]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편적인 크림 형태, 젤
형태 이외에 편리함을 내세운 스프레이 형태의 선스크린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선스크린 주요 브랜드 중 ‘해피 스킨(Happy
Skin)’의 ‘듀 쿨링 UV 선 미스트 SPF 40(Dew Cooling UV Sun Mist SPF
40)’, ‘벨로(Belo)’의 ‘선 엑스퍼트 미스트 SPF 50(Sun Expert Mist SPF50)’
등이 스프레이 형태의 대표 제품이다.

[표 1] 필리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스크린 형태 조사 결과
순번

전문가

선호 형태

1

Cherubim

프리랜서 에디터

2

Jigs Mayuga

3

Nikki Paderna

피부과 전문의

크림 형태

4

Ginel Diaz

피부과 전문의

크림 형태, 로션 형태

5

Nikki Soriano

뷰티 유튜버

크림 형태, 스프레이 형태

6

Elaine Reyes

프리랜서 에디터

크림 형태(끈적이지 않고 유분기 없는 가벼운 형태)

7

Diane Santos

뷰티 블로거

크림, 젤 형태

8

Danielle Ong

뷰티 블로거

젤 형태

9

Rojene Quintero

뷰티 블로거

크림, 스프레이 형태

10

Gabrielle Diaz

뷰티 블로거

크림 형태

로레알 필리핀
메이크업 아티스트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10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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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문가 선정 인기 선스크린 브랜드,

● 전문가 인터뷰

해피 스킨 · 비오레 · 벨로 · 아넷사 등 포함

“저는 필리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스크린 형태는
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한국 브랜드로는, 코스알엑스(COSRX) · 레센셜(L'Essential) ·
이즈앤트리(Isntree) 등이 시장 진출

제품으로는 비오레, 니베아
이외에 코스알엑스의 ‘알로에
수딩 선스크린’이 있습니다.”

필리핀 전문가들이 선정한 필리핀 현지에서 인기 있는 선스크린 브랜드는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아래 [표 2]와 같이 필리핀 현지 브랜드인 ‘해피 스킨(Happy Skin)’,

“필리핀에서 스틱 선스크린이

‘벨로(Belo)’ 이외에 일본의 ‘비오레(Biore)’, ‘아넷사(Anessa)’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점점 눈에 띄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크림 형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브랜드로는 레센셜, 이즈앤트리,

한편, 한국 선스크린 브랜드 중 ‘코스알엑스(COSRX)’, ‘레센셜(L'Essential)’,

라운드랩 등에서 나온 제품이

‘이즈앤트리(Isntree)’, ‘라운드랩(Roundlab)’, ‘엑시스와이(Axis-Y)’ 등이 현지

인기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표 2] 필리핀 전문가가 선정한 선스크린 브랜드 조사 결과
번호
1
2
3
4
5
6
7
8
9
10

브랜드
해피 스킨
(Happy Skin)
해피 스킨
(Happy Skin)
비오레
(Biore)
비오레
(Biore)
벨로
(Belo)
벨로
(Belo)
아넷사
(Anessa)
프레쉬
(Fresh)
선플레이
(Sunplay)
니베아
(Nivea)

제품명

가격

용량

특징

Rescue Me Sun Gel Primer SPF 50

799페소

-

블루 라이트 차단

Dew Cooling UV Sun Mist SPF 40

849페소

70ml

블루 라이트 차단

Cool UV Perfect Block Milk SPF50+

6.99달러

25ml

UV AQUA Rich Watery Essence SPF50+

865페소

85g

Sun Expert Reef-friendly Sunscreen SPF 60

375페소

50ml

파라벤 프리

Sun Expert Whitening Sunscreen SPF50

385페소

50ml

파라벤 프리

Perfect UV Sunscreen Milk

749페소

200ml

초경량 크림

Skinlab Jeju Aloe Ice UV Sunblock

499페소

100ml

Watery Cool SPF 75

349페소

35g

모공을 막지 않는

Sun Protect Moisture Lotion SPF30

497페소

125ml

피부 노화 방지

비타민 E,
쌀 추출물 함유
로열젤리 추출물,
히알루론산 함유

98% 제주 알로에
알코올 프리

출처: 필리핀 화장품 전문가 10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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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시장에서 인기 있는 선스크린 제품 특징은?

⦁현지 화장품 전문가 10명 중 9명, 쿨링 선스크린이라고 답변
⦁고온다습한 기후환경과 기존 ‘끈적이는 선스크린’에 대한
소비 애로 요인 해소할 수 제품으로 시장 성장 기대
필리핀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필리핀 현지에서 ‘쿨링 선스크린(Cooling
Sunscreen)’의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쿨링 제품은 필리핀 현지의
고온다습한 기후환경과 기존 제품의 ‘끈적거림’ 등으로 인한 소비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백탁 현상이 없으며 가성비가 좋아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으며, 일반적으로 쿨링 제품에 사용되는 알러지 성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Expert Interview ]

"선스크린에 대해 끈적이거나 야외활동용이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현지의 더운 날씨로 인해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쿨링, 젤
형태의 선스크린이 나온다면 좋아할 소비자가 많을 것이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쿨링 선스크린은 가볍고 끈적임 없이 피부에 덧바를 수 있을 것 같다.
현지 날씨 특성상 여러 번 덧발라야 하는데, 이럴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Rojene Quintero / 뷰티 블로거

“더운 날씨로 시장성은 있어 보이지만, 쿨링 효과가 있는 것과 동시에
가벼운 제형의 백탁 현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쿨링 제품에
사용되는 멘톨이나 유사 성분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소비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Gabrielle Diaz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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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 선스크린 제품에 대한 매장 입점률은 아직 미미
⦁현지 오프라인 매장,
‘빠른 건조, 워터리 젤, 번들거리지 않음’을 강조한 제품 입점
필리핀 현지 매장 조사 결과 ‘쿨링 선스크린’은 크림 형태보다는 매장
입점률이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4]에는 필리핀의
대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 쿨링 형태 선스크린이 나열되어 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화장품 유통을 운영하는 ‘뷰티바(Beauty Bar)’,
필리핀의 3대 슈퍼마켓 중 하나인 ‘에스엠 슈퍼마켓(SM Supermarket)’,
글로벌 드러그스토어 ‘왓슨스(Watsons)’ 오프라인 매장에는 현지 브랜드 및
글로벌 브랜드에서 출시한 쿨링 제품이 입점해 있다. 주로 ‘빠른
건조(Quick dry), 워터리 젤(Watery Gel), 번들거리지 않음(Non Greasy)
등을 강조하고 있다.

[표 4] 필리핀 현지 매장 입점 ‘쿨링 선스크린’ 정보
매장명

브랜드
특징

뷰티바

에스엠 슈퍼마켓

왓슨스

(Beauty Bar)

(SM Supermarket)

(Watsons)

코레스

비오레

비치 헛

비오레

룩스 오가닉스

벨로

(KORRES)

(Biore)

(Beach Hut)

(Biore)

(Luxe Organix)
백탁현상 없음,

(Belo)

쿨링 효과

빠른 건조

깔끔한 스프레이

워터리 젤

가벼운 제형

화이트닝

끈적이지 않음

가격

1,650페소

500페소

799페소

480페소

349페소

395페소

용량

150ml

75g

150ml

90ml

50ml

200ml

이미지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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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브랜드 코레스(KORRES)의 쿨링 스프레이 형태 선스크린,
뷰티바(Beauty Bar) 입점
⦁히알루론산, 유기농 성분, 쿨링 효과, 스프레이 형태 등을 강조
필리핀 현지 매장 조사 결과 그리스 브랜드 ‘코레스(KORRES)’에서 출시한
쿨링 스프레이 형태의 선스크린이 필리핀 뷰티바에 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4]와 같이 코레스 제품이 뷰티바 매대에 진열되어
있다.
코레스는 에멀전(Emulsion), 크림 등 다양한 선스크린을 출시하고 있으며
스프레이

형태는

①

진생

&

히알루로닉

스플래시

선스크린

SPF50(Ginseng & Hyaluronic Splash Sunscreen SPF50), ② 큐컴버
히알루로닉 스플래시 선스크린 SPF50(Cucumber Hyaluronic Splash
Sunscreen SPF 50) 제품이 있다.
코레스의 ‘큐컴버 히알루론산 스플래쉬 선스크린 SPF 50’은 히알루론산,
유기농 추출물, 쿨링 효과, 스프레이 형태 등을 강조하여 ‘프리미엄
컨셉(Premium concept)’으로 현지 선스크린 시장에 진출해 있다.

[그림 4] ‘코레스’ 필리핀 현지 ‘뷰티바(Beauty Bar)’ 입점 현황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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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브랜드 해피 스킨(Happy Skin), 쿨링 스프레이 형태 제품 출시
⦁직장인 여성 등을 타겟으로,
단순한 디자인 · 손쉬운 사용 · 쿨링 효과 등을 홍보
필리핀 현지 브랜드 ‘해피 스킨(Happy Skin)’은 재미있고, 사용하기 쉬운
다기능의 제품을 출시하는 필리핀의 대표 메이크업 브랜드이다.
해피 스킨에서 출시한 ‘듀 쿨링 UV 선 미스트 SPF 35 PA+++(Dew
Cooling UV Sun Mist SPF 35 PA+++)’은 쿨링 스프레이 형태
선스크린으로 피부를 시원하게 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3-in-1 멀티유즈 제품이다.
끈적임 없이 가벼운 형태의 선스크린으로 메이크업 전, 후 및 휴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직장인 여성을 겨냥해 단순한 디자인, 손쉬운
사용, 쿨링 효과 등을 홍보하고 있다.

[그림 5] ‘해피스킨(Happy Skin)’의 ‘듀 쿨링 UV 선 미스트 SPF 35’ 이미지

출처: 해피 스킨(Happy Skin)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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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브랜드 마이웨이(MY WAY), 쿨링 효과 선스크린 판매
제품당 5,000원 내외 저가정책으로 온라인 중점 시장 진출
필리핀 현지 매장 조사 결과 인도 브랜드 ‘마이웨이(MY WAY)’에서
출시한 쿨링 효과가 있는 선스크린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이웨이는 수영 전/후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선스크린을 나누어 ① 선아웃
페이스 앤 핸드크림 SPF 50(Sun Out Face and Hand Cream SPF 50),
② 선아웃 쿨링 애프터 선크림(Sun Out cooling after sun cream)을
출시했다.
마이웨이의 선아웃 시리즈는 각각 30g 기준 238~252페소 (약 5,500원~5,8
00원)로, 제품당 5,000원 내외의 저가정책을 내세우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필리핀 현지 선스크린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수영 후 바르는 제품의 경우
는 야외활동이나 물놀이 후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인 쿨링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6] ‘마이웨이(My Way)’의 선스크린 제품 이미지

출처: 쇼피(Shopee)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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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수밖에 없는 선스크린 수요

⦁일 년 중 대다수는 고온다습한 필리핀,
스킨케어 중 선프로텍트 시장규모는 아직 미미
⦁화장품에 대한 소비인식 증가로 성장 기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글로벌 스킨케어(선프
로텍트) 시장규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필리핀의 1인당 스킨케어
중 선프로텍트 소비액은 미국 대비 6.7%, 한국 대비 2.5%로 미미하며 주
변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 년 중 대부분의 기간이 고온다습한 필리핀은 선케어 품목군에 대한 소비
인지도 부재로 충분한 시장규모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제품
사용과 관련된 홍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높은 폭의 시장 성
장이 기대된다.
한편, 필리핀의 2022년 기준 스킨케어(선프로젝트) 시장규모는 4,200만
달러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3,800만 달러대비 10.5% 성장한
수치에 해당된다.
[그래프 8] 2020-2025년 주요국 스킨케어(선프로텍트)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스킨케어 선프로텍트 시장규모(Skincare Su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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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과제는 선스크린 필요성 홍보

⦁아직 미미한 현지 소비자의 선스크린에 대한 필요성 인식
⦁선스크린 필요성, SPF 지수, 사용 횟수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은 ‘제품 판매에 시너지 효과’ 줄 것
필리핀의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의 선스크린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이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래 [그림 7]과 같이
선스크린 필요성, SPF 지수 정보, 제품을 바르는 횟수 등에 대한 캠페인이
제품 판매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지 메이크업 브랜드 ‘해피 스킨(Happy Skin)’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갖춘 ‘레스큐 미 선 젤 프라이머 SPF 50 PA+++(Rescue Me Sun
Gel Primer SPF 50 PA+++)’을 출시하며 햇빛뿐만 아니라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함으로써 휴양지를 벗어나 재택근무와
같은 일상에서도 선스크린의 사용을 권장하며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그림 7] 필리핀 기업의 선스크린 홍보 이미지

출처: 각 기업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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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링 선스크린 추천 컨셉 ‘간편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직 선스크린 사용에 미숙한 필리핀 소비자를 위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 또는 소용량 제품 추천
⦁선스크린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벗어난 홍보문구 사용할 것
⦁필리핀 날씨와 소비문화를 고려한
‘가벼운 제형, 백탁현상 없는, 쿨링 효과’ 등 강조할 것
필리핀의 선케어 시장에 진출 시 아직 선스크린 사용에 미숙한 필리핀
소비자를 위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나 소용량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현지 소비자들의 선스크린 필요성에 대한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단순히 우수한 성분 등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존
선스크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방향으로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이 선스크린에 대해 끈적이고 사용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벼운 제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백탁현상이
심한 선스크린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만큼 백탁현상이 덜한 크림이나 젤
형태 제품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현지 소비자들이 기존 선스크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고정관념을 개선한 또는 탈피한 제품을 출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가벼운 제형, 백탁현상 없는, 쿨링 효과’와 같이 현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와 효과를 강조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pert Interview ]

"피부 보호를 위해서라도 선스크린은 필수적인 제품이지만 아직 사용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스크린의 사용감이 좋지 않아 자주 바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우수한 제품력’, ‘좋은 성분’을 강조하는 홍보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현지 소비자들이 왜 선스크린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지를 파악한 후, 해당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현지 날씨에 맞게 가벼운 제형이나 쿨링
효과가 있는 선스크린이 판매된다면, 더 많은 사용과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Nikki Paderna / 피부과 전문의

222

Ⅳ. 부록
1.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물
2. 키워드 Raw Data
3. 2017 vs 2021 예측 트렌드 비교 분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Ⅳ. 부록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1. 소비자 패널조사 결과물

Issue 1. 더마/클리닉 브랜드라면, 홈케어 공략
Q. 홈케어 유행이 팬데믹과 연관성이 높다에 대한 동의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페이셜 마스크 사용 빈도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224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Q. 1년 이내 DIY 화장품 사용 경험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선호 DIY 화장품 종류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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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향후 DIY 화장품 사용 의사 유무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DIY 화장품 키트 구매 의사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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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Q. 기성품 대비 DIY 화장품 효능이 낮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DIY 화장품 피부 관리에 효과적 동의여부

\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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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홈케어 제품에 바라는 특징 또는 구매고려요소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DIY 또는 홈케어로 인한 부작용 경험 여부

출처 : 필리핀 소비자 414명 중, DIY 화장품 또는 홈케어 유경험 소비자 24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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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Issue 2. 화장품 온라인 시장의 향후 성장 방향
Q. 소비자 선호 화장품 구매 온라인 쇼핑 채널 유형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화장품 온라인 구매 저해요인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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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Issue 3. 필리핀 한류, 이제는 변해야 할 때
Q. 한국 노래 청취 선호 동의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필리핀 소비자의 스킨케어/메이크업 브랜드 선호 국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수입 화장품 선호 소비자 296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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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Q. 한국 화장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1년 이내 한국 화장품 구매 경험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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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한국 메이크업 제품 색상은 다양하지 않다에 대한 동의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1년 이내 구매한 한국 화장품 종류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최근 1년간 한국 화장품 구매 경험 보유자 261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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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Q. 한국 화장품 구매할 시, 한국 연예인의 영향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최근 1년간 한국 화장품 구매 경험 보유자 261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Q. 화장품 마케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미응답자 1명을 제외한 41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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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Issue 4. 멀티유즈 '프리쥬비네이션(Prejuvenation)'
Q. 올인원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 의향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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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Q.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 시작 시기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안티에이징 제품 유 경험자 223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Q. 안티에이징 제품 사용 계기 - 피부 노화 사전 예방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안티에이징 제품 유 경험자 223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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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필리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제품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미응답자 9명을 제외한 4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필리핀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성분

v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미응답자 9명을 제외한 4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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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Issue 5. 앞으로 성장할, 필리핀 유망 바디케어 제품군
Q. 페이스케어 만큼 바디케어 중요여부 동의율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필리핀 소비자의 바디 관련 애로요인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바디케어가 스킨케어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한 394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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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필리핀 소비자의 바디케어 희망 신체부위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바디케어가 스킨케어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한 394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Q. 필리핀 소비자가 희망하는 바디케어 효능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바디케어가 스킨케어만큼 중요하다고 응답한 394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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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Q. 바디 여드름 위해 각질 제거제 사용 의향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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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Issue 6. 셀럽 런칭 메이크업 브랜드, 탄탄해져야 성공한다
(2021.07.28-2021.08.02)

Q.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사용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연령별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메이크업 제품 사용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사용 경험자 248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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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Q. 선호하는 인플루언서의 국적 Top 5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사용 경험자 248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Q.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최초 사용 계기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사용 경험자 248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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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구매 저해 요인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 제품 미경험자 166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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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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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 천연 화장품 시장에서 친환경 화장품 시장으로
Q. 로컬 스킨케어 브랜드에 대한 품질 신뢰도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로컬 뷰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로컬 브랜드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382명 응답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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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컬 뷰티 제품 구매 저해요인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로컬 뷰티 제품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비자 32명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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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8. 마스크네가 각질 제거제 소비에 미칠 영향
Q. 필리핀 소비자 대상 각질 제거제 사용 설문조사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필리핀 소비자 민감성/저항성 피부 유형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245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필리핀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화장품 성분의 이점에 대한 인지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필리핀 소비자 화장품 구매시 저자극성 고려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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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9. 필리핀 소비자에게 딱 맞는 라이브커머스
Q. 라이브 커머스 인지 여부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라이브 커머스 참여 및 구매 경험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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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라이브 커머스 사용 요인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중
라이브 커머스 유경험 소비자 33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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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0.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선스크린 시장
Q. 일주일 중 선스크린 사용 횟수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8-2021.08.02)

Q. 선스크린을 하루에 한 번 미만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선스크린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거나 하루에 한 번 미만 사용하는 소비자 22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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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리핀 소비자의 피부 타입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Q. 필리핀 소비자가 선호하는 선스크린 질감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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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필리핀 소비자가 선호하는 선스크린 제형

출처: 필리핀 거주 소비자 41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8-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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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워드 Raw Data
Issue 1. 더마/클리닉 브랜드라면, 홈케어 공략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페이스 요가

-1.16

13.57

약신호

2

시트마스크

9.49

4.13

강신호

3

전문가 상담

-0.45

1.70

약신호

4

해로운

-0.54

0.73

약신호

5

ECQ

1.69

0.06

강신호

6

집에서

63.23

0.00

7

DIY

16.45

-0.66

8

에스테틱

37.95

-0.96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Issue 2. 화장품 온라인 시장의 향후 시장 방향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가품

-0.65

7.76

약신호

2

뷰티바

9.56

2.48

강신호

3

금지된

2.66

1.71

강신호

4

복제품

0.30

1.70

강신호

5

알테아

11.51

1.20

강신호

6

불법적으로

0.59

0.96

강신호

7

쇼피

35.03

0.94

강신호

8

뷰티마닐라

33.46

-0.73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9

왓슨스

62.11

-0.77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10

가짜

18.39

-0.81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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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필리핀 한류, 이제는 변해야 할 때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유리 피부

0.42

13.89

강신호

2

롬앤

-0.88

11.15

약신호

3

블랙핑크

8.83

6.90

강신호

4

페리페라

6.59

4.26

강신호

5

송혜교

1.92

3.50

강신호

6

라네즈

8.95

3.50

강신호

7

한국 스타일

0.62

0.79

강신호

8

트렌디

23.91

0.72

강신호

9

케이팝

11.79

-0.90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10

빛나는

18.04

-2.54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Issue 4. 멀티유즈 ‘프리쥬비네이션(Prejuv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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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젊은 세대

2.31

3.58

강신호

2

재생

2.35

3.02

강신호

3

컬러레트

13.06

2.87

강신호

4

미리 재생

-1.80

0.32

약신호

5

레스 메이크업

-0.93

0.19

약신호

6

올인원

5.86

-0.28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7

밀레니얼

7.21

-0.54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8

다기능

2.73

-0.74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9

미니멀리즘

1.11

-0.87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10

콜라겐

49.85

-1.43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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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5. 앞으로 성장할 필리핀 유망 바디케어 제품군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과산화벤조일

3.65

5.20

강신호

2

등 여드름

0.03

3.52

강신호

3

엉덩이 여드름

0.31

2.55

강신호

4

바디케어

35.38

-0.71

5

살리실산

10.87

-0.80

6

여드름

67.74

-1.20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Issue 6. 셀럽 런칭 메이크업 브랜드, 탄탄해져야 성공한다.
No.
1

키워드
블리쓰
코스메틱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2.56

10.18

강신호

2

카일리 제너

3.34

6.84

강신호

3

케어라인

8.11

0.80

강신호

4

브이로거

8.27

0.61

강신호

5

펜티 뷰티

4.52

0.34

강신호

6

유튜브

71.41

-0.16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7

포니

4.55

-0.89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8

콜라보레이션

26.31

-1.52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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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 천연 화장품 시장에서 친환경 화장품 시장으로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가르니에

1.88

8.71

강신호

2

재활용

-0.04

7.71

약신호

3

제로 웨이스트

6.73

7.64

강신호

4

친환경

8.39

1.58

강신호

5

셀레티크

5.01

0.78

강신호

6

크루얼티 프리

11.08

-0.15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7

비건

15.78

-0.22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8

인간성

21.52

-0.45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9

본질적인

22.70

-0.87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10

러쉬

22.14

-1.04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11

해피 스킨

35.89

-1.44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12

지역 브랜드

9.02

-1.52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Issue 8. 마스크네가 각질 제거제 소비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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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각질 제거제

2.74

7.93

강신호

2

만델릭산

-0.58

7.07

약신호

3

젖산

5.57

4.98

강신호

4

자극적인

-0.38

0.72

약신호

5

스크럽

16.25

-0.54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6

매끄러운

57.37

-1.76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7

설탕

40.01

-1.57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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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9. 필리핀 소비자에게 딱 맞는 라이브커머스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틱톡

19.45

27.28

강신호

2

라이브스트림

0.77

15.92

약신호

3

인플루언서

2.07

4.52

강신호

4

쇼피

36.87

3.79

강신호

5

라자다

66.45

2.11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6

인스타그램

469.38

1.73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7

소셜미디어

75.38

1.64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8

페이스북

171.62

1.58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9

셀레브리티

54.08

1.24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10

셀럽

8.32

1.14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Issue 10.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선스크린 시장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모공 관리

-1.50

2.34

약신호

2

붉은기

4.25

0.92

강신호

3

실내

1.79

0.75

강신호

4

오일 프리

7.00

0.49

강신호

5

쿨링

13.22

0.28

강신호

6

피부 온도

10.19

-0.42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7

선스크린

62.09

-0.70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8

spf

56.55

-1.18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9

라이트웨이트

8.91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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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추이와 2017/2021 연관어의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

(방법 ①) 2017~2021년 예측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

(방법 ②) 2017/2021년 예측 트렌드 연관어 비교분석
본 사업을 통해 2017년 선정된 필리핀 화장품 트렌드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
행했다. 검증 작업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는 2017년 예측 트
렌드의 실제 발생 추이 분석, 두 번째는 예측 트렌드를 대표하는 연관 키워
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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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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전문 소비층 중심으로 회복세’

필리핀 뷰티 시장에 형성된 주요 트렌드와 이슈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위축된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K-Beauty 외 가벼운 제형
이나 화이트닝 제품 등 전반적인 화장품 수요가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들어서도 그 수치는 아직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화장품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은 전문층을 중심으로 소비
시장이 일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Beauty에서는 노필터링,
홈케어에서는 셀프 에스테틱, 화이트닝에서는 성분 중심의 고가 제품 소비
등 전문 뷰티용어 및 신조어를 중심으로 키워드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출처 : 2017-2021년, 필리핀 뷰티 이슈 기사 2만 4,298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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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K-Beauty 시장, 최근 K-트렌드는 ‘노 필터링’

▶

● 2017 이슈 요약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

2021년 상반기 한국인(Korean)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25.92% 감소

한류 여파 화장품 인지도 상승,
눈화장 중심 한국 메이크업
제품 수입액 증가로

한국인(Korean) 키워드를 포함한 뷰티 이슈 발생 비율이 2017년 상반기

‘K뷰티 산업 유망 전망’

4.90%에서 2021년 상반기 3.63%으로 감소했다. 한류 여파로 인한 한국인
화장법 유행 등 K뷰티의 영향력이 필리핀에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

로컬 및 해외 경쟁브랜드 진출 증가로 ‘점유율’ 점차 감소
2020년 필리핀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5% 감소

필리핀의 한국 화장품 수입 규모가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 전체 화장품 수입 상위국에 속하는데, 2020년 기준
한국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5% 줄었다. 필리핀 로컬 제품을
비롯한 신규 해외 경쟁브랜드가 현지 뷰티 시장에 등장하면서 한국 브랜드
의 점유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7-2021년, 한국인(Korean)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출처 : 2017.01-2021.06, 필리핀 뷰티 이슈 기사 2만 4,298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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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필리핀 소비자가

관심 갖기 시작한 한국 트렌드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감소/소멸> 쿠션(Cushion), 비비크림(BB), 오프라인샵

⦁

코로나19 영향, 메이크업 관련 쿠션 및 비비크림 수요 감소

⦁

에뛰드하우스, 토니모리 등 한국 오프라인숍도 감소 추세

주근깨도 숨기지 않은 노필터링

2017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대표 키워드는 2021년 들어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필리핀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요는 쿠션
이나 비비크림이 선도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였
다. 또한 대표적인 오프라인샵이었던 필리핀 진출 에뛰드하우스, 토니모리 등
의 한국 오프라인샵 점유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증가/신규> 주근깨(Freckles), 자연(Natural), 드라마(Kdramas)

⦁

주근깨를 과감히 노출하는 한국 연예인 이슈화

⦁

엽기적인 그녀 리메이크 등으로 한국 영화/드라마 관심 증가

자연스럽게 혈색을 띠며 생기 있는 피부를 선호하는 필리핀 여성들 사이에서
최근 필터 없이 찍은 한국 연예인들의 셀피가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따라
주근깨(Freckles), 자연(Natural) 등이 2021년 한국인 관련 키워드로 새롭게
부상했으며 한국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필리핀에서 리메이크로 제작됨에
따라 보이쉬한 한국 여성 스타일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 한국인(Korean)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7

2021

Cushion

쿠션

0.16

0.03

감소/소멸

Etude

에뛰드하우스

0.13

0.02

감소/소멸

Tonymoly

토니모리

0.09

0.00

감소/소멸

Freckles

주근깨

0.02

0.30

증가/신규

Natural

자연

0.02

0.30

증가/신규

KDramas

한국드라마

0.09

0.23

증가/신규

Sassy

엽기적인 그녀

0.00

0.18

증가/신규

출처 : 2017-2021년, 필리핀 뷰티 이슈 기사 2만 4,298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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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전문매장 감소&홈케어 증가

▶

⦁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2017 이슈 요약

2021년 상반기 에스테틱(Aesthetic)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38.4% 증가

중산층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에스테틱샵 인기’

2021년 필리핀에서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에스테틱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젊은 남성
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홈에스테틱으로의 수요 변화가
시장 성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상반기 이후 감소세,
홈 에스테틱 산업 성장으로 시장 반등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상반기 이후 필리핀에서 에스테틱(Aesthetic) 키워
드는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스파 관련 문화가 발전한 필리핀에서는 가정
에서 머무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최근 홈에스테틱 관련 수요가 증가
하면서 다양한 신규 사업이 파생되고 있다.

2017-2021년, 에스테틱(Aesthetic)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출처 : 2017-2021년, 필리핀 뷰티 이슈 기사 2만 4,298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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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테틱숍 방문 대신 셀프

뷰티케어를 택한 필리핀 소비자들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감소/소멸> 레이저(Laser), 센터(Center), 클리닉(Clinic)

⦁

코로나19 영향, 오프라인숍 방문을 통한 에스테틱 시술 감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방역 활동으로 인해 필리핀 소비자들의 에스테틱샵
방문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자연스레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행되는 레이저
시술 등이 줄었고, 에스테틱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이나 센터와 같
은 키워드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증가/신규> 비디오(Video), 머물다(Stay), 저렴한(Cheapest)

⦁

집에서 비디오 영상을 통한 ‘저렴한 셀프 에스테틱’ 시장 성장

필리핀 소비자들은 에스테틱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어려워지자 집에서 비디오
영상을 통해 홈케어를 시도하거나 셀프 뷰티케어를 실천하고 있다. 고가의
에스테틱 서비스와는 달리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온라인상에는 페이스 요가와
같은 비디오(video) 영상 키워드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2017/2021년, 에스테틱(Aesthetic)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7

2021

Laser

레이저

0.39

0.04

감소/소멸

Center

센터

0.36

0.01

감소/소멸

Clinics

클리닉

0.15

0.02

감소/소멸

Videos

비디오

0.01

0.15

증가/신규

Stay

머물다

0.00

0.13

증가/신규

Cheapest

저렴한

0.00

0.10

증가/신규

Customize

맞춤

0.00

0.10

증가/신규

Facials

얼굴의

0.00

0.09

증가/신규

출처 : 2017-2021년, 필리핀 뷰티 이슈 기사 2만 4,298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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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슈 요약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가벼운 제형도 불황, 메이크업 시장 회복 속도 더뎌

▶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

2021년 상반기 가벼운(Light)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31.6% 감소

연중 무더운 날씨로
피부 유분기를 컨트롤하면서
장시간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제형 소비 증가’

2017년 필리핀 뷰티 시장에 사용감이 가벼운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
이러한 경향이 당분간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전
반적인 화장품 수요 감소로 관련 키워드 역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코로나19 이전까지 꾸준히 성장한 ‘가벼운 제형 화장품’,
아직 시장 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반등할 것으로 기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필리핀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꾸준히 성장해온 가벼운 제형의 화장품은 2021년 상반기까지 그 수요가 아
직은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관련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품 수요 역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7-2021년, 가벼운(Light)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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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입점 가벼운 제형의

아이크림
(The Best PM Eye Cream)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감소/소멸> 파운데이션(Foundation), 메이크업(Makeup)

⦁

메이크업 시장 하락 ‘가벼운 제형 화장품 수요 감소’에 직접적 영향

가벼운 제형의 키워드 감소는 메이크업 제품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파운데이션(Foundation) 관련 키워드에 대한 언급이 202
1년 들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대표 브랜드인 메이블린(Maybellines)의 키
워드 발생량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

<증가/신규> 아이크림(Eyecream), 햇빛(Sunlight)

⦁

아이크림/선크림 등 스킨케어 품목 중점으로 시장 지속 발전

2021년 들어 가벼운 키워드와 관련하여 필리핀 시장에서 아이크림(Eyecrea
m)이나 햇빛(Sunlight)과 관련된 키워드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 현지 소비
자들은 가벼운 제형의 화장품을 주로 코로나19에도 소비가 발생하는 ‘아이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분야에서 지속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2021년, 가벼운(Light)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7

2021

Lasting

지속

0.02

0.02

지속

Foundation

파운데이션

0.16

0.03

감소/소멸

Maybellines

메이블린

0.09

0.00

감소/소멸

Makeup

메이크업

0.03

0.00

감소/소멸

Eyecream

아이크림

0.01

0.07

증가/신규

Sunlight

햇빛

0.05

0.08

증가/신규

All in one

올인원

0.02

0.05

증가/신규

출처 : 2017-2021년, 필리핀 뷰티 이슈 기사 2만 4,298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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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슈 요약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코로나19 화이트닝 고객은 ‘일반 대중이 아닌 전문 소비층’

▶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

2021년 상반기 화이트닝(Whitening)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46.6% 감소

하얀 피부는
미의 기준이자 부유함의 상징,
뷰티 시장 내 화이트닝 비중 커

과거부터 필리핀 여성들은 미의 기준이자 부유함의 상징으로 통하는 흰 피

‘미백 제품 인기’’

부를 갖기 위해 성분이나 품질에 상관없이 어느 미백 제품이나 선호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도 관련 화이트닝 제품은 현지 뷰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급락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21년 상반기 관련 키워드 발생률은 17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2020년 이후, 외출 감소로 인한 ‘피부 미백 관심 저하’
필리핀 로레알 등 ‘인종차별 우려, 화이트닝 라벨 표기 금지 발표’

이러한 감소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활동 감소 외 글로벌 브랜드의
화이트닝 라벨 금지 선언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로레알
과 유니레버는 화장품에 ‘화이트닝(Whitening)’이라는 표기가 인종차별 우
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라벨 표기를 금지하며 리브랜딩 전략을 펼치는 등
제품 마케팅에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7-2021년, 화이트닝(Whitening)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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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직(Kojic) 화이트닝 비누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필리핀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감소/소멸> 코직(Kojic), 비어베리(Bearberry), 비누(Soap)

⦁

저가 브랜드와 상품 중심으로 ‘화이트닝 시장 관심 저하’

하얀 피부에 열광하는 필리핀 소비자들로 인해 2017년 뷰티 시장에는 품목
별로 미백 기능을 갖춘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고가의 화이트닝
크림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미백 비누와 로션이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

<증가/신규> 알부틴(Arbutin), 프리미엄, 히알루론산(Hyaluronic)

⦁

화장품 지식이 높은 ‘전문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 성장

2021년 들어 화이트닝 제품군의 소비는 일반 대중보다 전문 소비자를 중심
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부틴, 히알루론산, 아미노산 등 화이
트닝 성분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소비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7/2021년, 화이트닝(Whitening)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7

2021

Kojic

코직(비누)

0.42

0.02

감소/소멸

Bearberry

비어베리(비누)

0.29

0.00

감소/소멸

Soap

비누

0.04

0.01

감소/소멸

Arbutin

알부틴

0.42

0.56

증가/신규

Premium

프리미엄

0.05

0.45

증가/신규

Lotion

로션

0.05

0.35

증가/신규

Hyaluronicacid

히알루론산

0.00

0.29

증가/신규

Amino

아미노산

0.00

0.28

증가/신규

Extracts

추출물

0.05

0.13

증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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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_ 2017 예측 트렌드 발생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