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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 개황
1. 국가 개요
위치

유럽, 동유럽-북아시아

면적

1,707만m²(한반도의 약 77배)

기후

극지 기후, 아열대 기후 및 계절풍 기후 등

일

인구

1억 4,411만 명(’20)

반

수도

Moscow

민족

러시아인(79%), 타타르족(3.83%), 우크라이나인(2.03%) 등

언어

러시아어

종교

러시아정교(82%), 이슬람교(6.5%), 개신교(6.3%)

정치 체제

대통령 중심제

정

국가 원수

Vladimir Putin 대통령(2012.05.07-현재)

치

의회

양원제(상원 166명, 하원 450명)

주요 정당

통합 러시아당, 공산당, 자유민주당 등

화폐 단위

루블(RUB)

산업 구조

제조업(56.27%), 서비스업(29.99%), 농업(3.7%)

주요 수출품

광물성 연료, 철강제품, 농ㆍ식료품 등

주요 수입품

차량 및 기계류, 화학제품, 농ㆍ식료품 등

주요 부존자원

석유, 천연가스, 코발트, 크롬, 금, 니켈, 텅스텐, 아연 등

경제적 강점

풍부한 천연자원, 시장 규모 및 숙련된 노동력 등

경제적 약점

탄화수소 가격 및 외국 기술력 의존도가 높음

경
제

출처 : World Bank,2020, IMF(2020)

구분

국내
경제

대외
거래

경제지표

단위

2018

2019

2020

GDP

십억 달러

1,653

1,689

1,473

1인당 GDP

달러

10,127

11,498

11,287

GDP 성장률

%

2.5

1.3

-4.3

소비자 물가상승률

%

2.9

4.5

3.6

상품수출

십억 달러

443.91

419.85

331.75

상품수입

〃

248.85

254.59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95,058

165,252

91,848

외환보유액

〃

468,478

554,346

595,772

환율
(달러 당,연평균)

₽

62.83

64.68

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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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화장품 시장, 코로나19 이전에도 성장률 감소세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러시아 화장품 시장 역성장

Ⅳ. 부록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2016년에 8.9%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그
성장폭이 하락하고 있다. 2020년에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2.9%의 성장률을
보이며 역성장하였고, 6,734억 810만 루블(1조 957억원)의 시장규모를 기록
하였다.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2019년 전년 대비
1.2% 감소하여 1.3%를 기록했다. 반면, 러시아 화장품 시장 성장률은 이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2019년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감
소하였음에도 화장품 시장 성장률은 2018년 1.9%에서 2019년 2.1%로 증가
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및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GDP 및
러시아 화장품 시장 성장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표 1] 러시아 화장품 시장 규모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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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화장품 시장, 1조 957억 원 규모

▶

스킨케어 시장, 전체 화장품 시장의 21.3% 차지

Ⅳ. 부록

2020년 러시아 화장품 시장 규모는 6,734억 810만 루블(1조 957억원)을
기록했다. 그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스킨케어로 나타났다.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1,431억 2,070만 루블(2조 3,286억원)로, 전체 화장품 시장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위를 기록한 헤어케어 시장 규모보다 1.16배
높은 수치이다.
이어 향수 시장이 919억 1,190만 루블(1조 4,954억원)로 13.6%의 점유율을,
남성용 화장품 시장이 888억 2,580만 루블(1조 4,452억원)로 13.1%의 점유
율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색조 화장품 시장이 전체 화장품 시장의 12.7%
에 해당하는 854억 10만 루블(1조 3,894억원), 유아용 화장품 시장이 4.3%
를 차지하는 287억 3,120만 루블(4,674억원)를 기록했다.

[표 2] 러시아 화장품 품목별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유로(EUR)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645,152.4

666,957.5

679,340.2

693,280.6

673,408.1

스킨케어

127,713.5

135,441.8

140,161.3

143,929.5

143,120.7

헤어케어

118,104.9

121,251.2

123,569.4

126,126.8

123,790.2

색조 화장품

90,542.7

93,413.9

93,422.0

95,776.5

85,400.1

바디케어

15,532.1

16,561.6

16,922.6

17,343.5

17,037.3

남성용 화장품

89,127.7

90,791.3

91,435.8

91,911.6

88,825.8

향수

94,660.6

96,612.2

98,048.0

98,853.8

91,911.9

데오드란트

26,611.2

27,583.4

28,533.1

29,338.2

28,394.1

5,922.9

6,188.4

6,743.8

7,079.3

5,524.6

24,978.4

25,918.0

26,736.5

27,491.0

28,731.2

8,503.1

8,728.2

8,609.7

8,580.8

8,439.7

선케어
유아용 화장품
제모제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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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전반적인 화장품 시장, 꾸준히 성장하나 성장률은 계속 감소

▶

선케어 시장, 2019년 대비 –22.0%로 가장 큰 역성장세 보여
러시아 화장품 품목별 성장 추이를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화장품 품목이
매년 성장률이 감소하는 변화를 보여왔으나, 2019년까지는 성장률이 마이너
스로 떨어지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러시아 화장품 시장이 역성장하며 거의 모든 품
목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22.0%를 기
록한 선케어 시장으로 관련 시장은 2018-2019년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
유일한 품목이었으나, 2020년 큰 낙폭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색조 화장품 및 향수로 각각 –10.8%, -7.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3] 러시아 화장품 품목별 성장률 추이 및 브랜드 점유율

스킨케어

헤어케어

색조 화장품

1

Chistaya Liniya

(5.3%)

1 Chanel

(6.9%)

1 Vivienne Sabó

2

Clarins

(2.7%)

2 Oriflame

(6.3%)

3

Cherny

(1.9%)

3 Christian Dior

(5.8%)

4

Nivea

(1.9%)

4 Dolce & Gabbana

5

Shiseido

(1.8%)

6

Yves Rocher

7

La Roche-Posay

8
9

(10.2%)

1 Garnier

(13.8%)

2 Maybelline

(8.3%)

2 Floresan

(12.4%)

3 L'Oréal Paris

(6.4%)

3 Nivea Sun

(10.0%)

(4.4%)

4 Oriflame

(5.0%)

4 La Roche-Posay

(8.8%)

5 Givenchy

(3.5%)

5 Max Factor

(4.6%)

5 Clarins

(4.5%)

(1.5%)

6 Hugo Boss

(2.9%)

6 Eveline

(4.0%)

6 Kolastyna

(3.1%)

(1.4%)

7 Paco Rabanne

(2.5%)

7 Avon True

(3.8%)

7 Avène

(3.1%)

Faberlic

(1.4%)

8 Faberlic

(2.5%)

8 Chanel

(3.4%)

8 Yves Rocher

(2.2%)

Oriflame

(1.3%)

9 Carolina Herrera

(2.3%)

9 Clarins

(3.2%)

9 Librederm

(1.9%)

(1.3%)

10 Giorgio Armani

(2.1%)

10 Faberlic

(3.2%)

10 Mary Kay

(1.9%)

10 Vichy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7

향수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러시아 국가 개황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 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러시아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북미ㆍ서유럽 브랜드 선도
2020년 러시아 뷰티·퍼스널케어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브랜드 중 서유럽권 브랜드가 11개, 미국 브랜드가 4개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상위권 브랜드들이 점유율의 큰 변화 없이 수치가 유지되거나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외 러시아 시장 내 한국 브랜드는
유의미한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러시아 뷰티·퍼스널케어 브랜드별 점유율

단위 : %

구분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1

Gillette

미국

5.4

5.3

5.2

5.1

5.3

2

Oriflame

스웨덴·스위스

3.0

2.9

2.6

2.7

2.7

3

Colgate

미국

2.1

1.9

1.8

1.8

1.9

4

Chistaya Liniya

영국·네덜란드

1.8

1.8

1.8

1.8

1.9

5

Faberlic

러시아

1.9

2.4

2.0

1.9

1.8

6

Chanel

프랑스

1.9

1.8

1.7

1.7

1.5

7

Yves Rocher

프랑스

1.5

1.5

1.5

1.4

1.4

8

Clarins

프랑스

1.1

1.1

1.2

1.4

1.4

9

Vivienne Sabó

러시아

0.6

0.7

0.8

1.0

1.3

10

Christian Dior

프랑스

1.4

1.3

1.3

1.4

1.3

11

Nivea Men

독일

1.2

1.2

1.2

1.2

1.2

12

Shiseido

일본

0.7

0.8

0.9

0.9

1.2

13

Splat

러시아

0.8

0.9

1.0

1.2

1.2

14

Maybelline

프랑스

1.0

1.0

0.9

1.1

1.1

15

Oral-B

미국

0.7

0.7

0.7

0.8

1.0

16

Cherny Zhemchug

영국·네덜란드

0.9

0.9

0.9

1.0

1.0

17

L'Oréal Paris

프랑스

1.1

1.1

1.1

1.0

0.9

18

Head & Shoulders

미국

0.9

0.9

0.9

0.9

0.9

19

Garnier Fructis

프랑스

0.7

0.7

0.7

0.7

0.9

20

Nivea

독일

0.9

0.9

0.9

0.9

0.9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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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 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

러시아 스킨케어 시장, 서유럽권 브랜드 각축전

▶

프랑스 브랜드 라로슈포제, 2015-2020년 동안 34.3%씩 성장

Ⅳ. 부록

2020년 러시아 스킨케어 시장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브랜드 중 서유럽권
브랜드가 14개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 기업인 로레알 그룹과 영국과 네덜
란드 합작 법인 유니레버 그룹 계열의 브랜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 자국 브랜드 3개가 순위권에 나타났다. 2015-2020년 가장 큰
성장을 보인 브랜드는 프랑스의 라로슈포제(La Roche-Posay)로, 연평균 성
장률이 34.3%에 달했다.
러시아 스킨케어 시장 내 상위 20위에 든 브랜드들은 매년 점유율이 증가
하거나 미미한 감소량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6] 러시아 스킨케어 시장 점유율

단위 : %

CAGR

브랜드명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1

Chistaya Liniya

영국·네덜란드

5.0

5.2

5.3

5.3

5.1

0.5%

2

Clarins

프랑스

3.1

3.4

3.7

4.2

4.5

9.8%

3

Cherny Zhemchug

영국·네덜란드

4.5

4.5

4.5

4.6

4.5

0.0%

4

Nivea

독일

4.3

4.4

4.2

4.2

4.1

-1.2%

(’16-’20)

5

Shiseido

일본

1.6

2.1

2.3

2.7

4.0

25.7%

6

Yves Rocher

프랑스

3.0

3.0

3.0

2.8

2.7

-2.6%

7

La Roche-Posay

프랑스

0.9

1.3

1.7

2.1

2.7

31.6%

8

Faberlic

러시아

2.6

3.3

2.7

2.5

2.4

-2.0%

9

Oriflame

러시아

2.8

2.4

2.3

2.3

2.4

-3.8%

10

Vichy

프랑스

2.5

2.0

2.0

2.1

2.4

-1.0%

11

L'Oréal Dermo-Expertise

프랑스

2.1

2.0

1.9

1.9

2.0

-1.2%

12

Garnier

프랑스

2.1

2.1

1.9

1.8

1.9

-2.5%

13

Mary Kay TimeWise

미국

1.7

1.8

1.8

1.7

1.7

0.0%

14

Natura Siberica

러시아

1.3

1.4

1.5

1.5

1.4

1.9%

15

Garnier Skin Naturals

프랑스

1.4

1.3

1.3

1.3

1.4

0.0%

16

Clinique

미국

1.2

1.3

1.2

1.3

1.4

3.9%

17

Barkhatnye ruchki

영국·네덜란드

1.2

1.3

1.2

1.2

1.2

0.0%

18

100 Receptov Krasoty

영국·네덜란드

1.4

1.3

1.3

1.2

1.2

-3.8%

19

Diademine

독일

1.3

1.2

1.2

1.1

1.0

-6.3%

20

L'Occitane

프랑스

1.1

1.1

1.1

1.0

1.0

-2.4%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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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 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

러시아 색조 화장품 시장, 프랑스 브랜드의 압도적인 점유

▶

러시아 브랜드 비비안사보, 2015-2020년 동안 24.4%씩 성장

Ⅳ. 부록

2020년 러시아 색조 화장품 시장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브랜드 중 프
랑스 브랜드가 11개, 자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 브랜드가 6개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 기업인 로레알과 LMMH 계열 브랜드가 각각 세 개씩 순위권을 점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자국 브랜드 3개가 순위권에 나타났
으며, 특히 점유율 1위는 자국 브랜드인 비비안 사보(Vivienne Sabo)가 차지
하고 있다. 해당 브랜드의 2015-2020 연평균 성장률은 24.4%에 달했다.
러시아 색조 화장품 시장 내 상위 20위에 든 브랜드들은 매년 점유율이 증
가하거나 미미한 감소량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는 모습
을 보였다.
[표 7] 러시아 색조 화장품 시장 점유율

단위 : %

CAGR

브랜드명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Vivienne Sabó

러시아

4.5

4.9

5.7

7.2

10.2

2

Maybelline

프랑스

7.1

7.1

6.9

7.6

8.3

4.0%

3

L'Oréal Paris

프랑스

6.9

6.9

6.7

6.4

6.4

-1.9%

4

Oriflame

러시아

6.3

6.0

5.3

5.3

5.0

-5.6%

5

Max Factor

프랑스

5.0

5.0

4.8

4.6

4.6

-2.1%

6

Eveline

폴란드

3.2

3.3

3.6

3.7

4.0

5.7%

7

Avon True

브라질

(-)

(-)

(-)

(-)

3.8

8

Chanel

프랑스

3.9

3.8

3.8

3.7

3.4

-3.4%

9

Clarins

프랑스

2.9

3.0

3.1

3.3

3.2

2.5%

10

Faberlic

러시아

3.4

4.4

3.5

3.1

3.2

-1.5%

11

Christian Dior

프랑스

3.9

3.7

3.6

3.4

3.1

-5.6%

12

Givenchy

프랑스

2.7

2.7

2.8

3.0

2.8

0.9%

13

NYX

프랑스

0.9

2.3

2.6

2.6

2.3

26.4%

14

Bourjois

프랑스

2.6

2.5

2.5

2.3

2.3

-3.0%

15

Mary Kay

미국

2.4

2.1

2.1

2.0

2.2

-2.2%

16

Catrice

브라질

0.9

1.2

1.6

2.1

1.7

17.2%

17

Guerlain

프랑스

1.6

1.6

1.6

1.5

1.4

-3.3%

18

Essence

브라질

1.8

1.6

1.6

1.8

1.4

-6.1%

19

Rimmel

프랑스

1.6

1.5

1.4

1.3

1.3

-5.1%

20

Shiseido

일본

1.1

1.1

1.1

1.1

1.1

0.0%

1

(’16-’20)

22.7%

(-)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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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 점포 기반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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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 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러시아 뷰티ㆍ퍼스널케어 제품 90.1%,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

식료품 소매점과 헬스&뷰티 전문점 비중이 높아
2020년 러시아 뷰티ㆍ퍼스널케어 유통채널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약

개인 소유의 소규모 매장

90.1%의 제품이 점포기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식료품 전문점

외 9.8%의 제품은 방문 판매, 홈쇼핑, 온라인 판매의 형태로 유통되며,

-헬스&뷰티 전문점: 드럭스토어,
약국, 화장품 전문매장 등

0.2%는 비소매 채널을 통해 유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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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포 소매

오프라인 매장 중에서는 식료품 소매점의 점유율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 식료품 소매점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점유율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헬스&뷰티 전문점의 점유율은 매년
감소하여 2020년에 24.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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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포 소매의 점유율은 점포 기반 소매와 달리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 중
직접 판매의 점유율이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소매의 점유율은

● 비소매 채널

제품 판매를 주로 하는 소매점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전까지 1% 미만이었던 인터넷 소매의 비율은
2020년 2.3%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아닌, 헤어전문샵 등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의미함

[표 8]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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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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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뷰티 전문점

홈쇼핑
인터넷 소매
비소매 채널
출처 : 유로모니터(Eur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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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프랑스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 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Ⅱ. 분석 방법론
1. 데이터 수집

▶

단계 ① 화장품 이슈 정보 수집
화장품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프랑스 뷰티 매거진, 뉴스 매체, 커뮤니티
등 정보 수집원 10개를 활용하였다. 화장품 관련 카테고리 정보를 포함하여
뉴스매체의 경우 라이스프타일 내 화장품 관련 데이터를 추출 수집하였으며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8.01-2021.02’, 데이터 수집량은 19,964건에 달한다.

[표 1] 러시아 화장품 빅데이터 수집 정보원

13

매체명

사이트 주소

Woman's day

www.wday.ru

WOMAN

www.woman.ru

Top beauty

www.tbeauty.ru

Posta magazine

posta-magazine.ru

Passion

www.passion.ru

OK Magazine

www.ok-magazine.ru

Kiz

www.kiz.ru

Estportal

estportal.com

Day book

www.daybook.info

Buro247

www.buro247.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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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워드집 구축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 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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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cow Oblast) 등으로 구분된다.

[표 2] 러시아 화장품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집
분류1

소비

제품

분류2

키워드 (예시)
공통

신조어

러시아

라이프스타일

simple, authentic

blue beauty

(-)

소비층

allergic, islamic

(-)

Moscow Oblast

피부타입

dry, oily

(-)

(-)

피부고민

acne, aging

(-)

(-)

메이크업스타일

bold, glow, light

fake_freckle

(-)

소비시즌

black FRIDAY

(-)

orthodox easter

규제

e commerce law

(-)

009/2011

품목

All in one, blush

(-)

(-)

브랜드

Aesop, ardell

(-)

acca k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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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marche

홍보채널

blog, facebook

(-)

irecommend

홍보방법

beauty box

virtual shopping

(-)

한류

COSRX, Korean

(-)

(-)

(-)

2022, next year

(-)

(-)

구축건수

2,283건

마케팅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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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 이슈 선정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 프랑스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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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메슈티컬

bioderma, la_roche_posay,
ointment, pharmaceutical

(cosmetology)

2

로컬 그린뷰티

little_green, green_beauty,
natural, organic, russia

(green_beauty)

3

천연 안티에이징

bakuchiol, retinol

4

로컬채널 강세

letu, rive_gauche,
golden_apple, sephora

5

럭셔리 틈새시장

charlotte_tilbury, armani,
luxurious, indie, korean

6

한/중/일 강세

biore, china, japan, sensai,
korean_beauty, skin_care

7

눈화장

eyebrow, eyeliner,
above_the_mask

8

시카

centella_asiatica_extract, cica,
dr_jart, dior

9

모공 트러블

petroleum_jelly, tea_tree_oil,
non_comedogenic,

10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postbiotics,
probiotics, immune, allergic

11

세라마이드/판테놀

12

① 신조어

② 미래연관

○

○

○
○
(bakuchiol)

(-)

○
(indie)

(-)

○
(above_the_mask)

○
○
○
○
○
○

③ 국가 특징
○
(librederm)

○
(natura_siberica)

(-)

○
(letu)

(-)

○
(sensai)

○
(vivienne_sabo)

(-)

○

(-)

○

(-)

(-)

(-)

○

(-)

ceramidin, panthenol, barrier,
moisturizing, repair, smooth

(-)

○

(-)

페이셜마스크

face_mask, sheet_mask,
mud, glamglow, patch

(-)

○

(-)

13

저자극 스킨케어

allantoin, hypoallergenic,
calm, calming, sensitive

(-)

○

(-)

14

씨벅톤

buckthorn_oil, freckle,
uneven, vitamin_c

(-)

○

(-)

15

온라인 후기

review, irecommend, reliable,
recommendation

(-)

○

16

내추럴 메이크업

bold, glam, urban_decay,
no_makeup, natural

(no_makeup)

17

인디 브랜드

mz, instagram, heimish,
skinfood, too_cool_for_school

(mz)

18

아하/바하

exfoliant, aha, the_ordinary,
mandelic_acid, citric_acid

19

안티스트레스

20

핸드메이드

(non_comedogenic)

○

○
(irecommend)

○

(-)

○

(-)

(-)

(-)

(-)

anti_stress, stress,
coconut_oil

(-)

○

(-)

handmade, diy, organi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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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러시아 전문가 인터뷰 대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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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전문가명

전문가 이력

1

Alyona

매장 관리자

2

Victoria

뷰티 블로거

3

Anastasia

뷰티 블로거

4

Olesia

뷰티 블로거

5

Victoria

뷰티 에디터

6

Valeria

메이크업 아티스트

7

Kseniya

메이크업 아티스트

8

Marina

화장품 마케팅 담당자

9

Elena

화장품 영업 담당자

10

Anna

화장품 영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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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최종 이슈 선정 결과
순번

Top 20 이슈

최종 이슈 Top 10

1

코스메슈티컬

2

최종 선정 여부
평가 점수

선정 여부

코스메슈티컬 시장이 주목하는 성분은?

7.4 / 10

○

로컬 그린뷰티

성장하는 그린뷰티와 러시아 현지 브랜드

8.4 / 10

○

3

천연 안티에이징

(1번1) 이슈 통합)

(-)

(-)

4

로컬채널 강세

(15번 이슈 통합)

(-)

(-)

5

럭셔리 틈새시장

(6번 이슈 통합)

(-)

(-)

6

한/중/일 강세

K-뷰티 성장동력 ‘인디 브랜드

8.2 / 10

○

7

눈화장

팬데믹 이후 유행할 메이크업 스타일

8.6 / 10

○

8

시카

'시카(CICA) 화장품 시장, 더 성장할 것

8.0 / 10

○

9

모공 트러블

(18번 이슈 통합)

(-)

(-)

10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성장할까? 실패할까?

8.8 / 10

○

11

세라마이드/판테놀

'세라마이드/판테놀' 판매 영역 확대

8.6 / 10

○

12

페이셜마스크

당분간 지속될 시트마스크 인기

9.2 / 10

○

13

저자극 스킨케어

(3번 이슈 통합)

(-)

(-)

14

씨벅톤

(비선정)

5.4 / 10

(-)

15

온라인 후기

결정적 화장품 구매요인 ‘제품 후기’

6.8 / 10

○

16

내추럴 메이크업

(7번 이슈 통합)

(-)

(-)

17

인디 브랜드

(6번 이슈 통합)

(-)

(-)

18

아하/바하

각질 제거제 소비패턴 변화 '물리적 → 화학적'

8.6 / 10

○

19

안티스트레스

(12번 이슈 통합)

(-)

(-)

20

핸드메이드

(비선정)

6.6 / 10

(-)

1) 표 순번에 해당하는 이슈 번호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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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

코스메슈티컬 시장이 주목하는 성분은?
유럽 브랜드 중심, 코스메슈티컬 수요는 꾸준히 성장중
코스메슈티컬 성분 중 하나인 레티놀 대체제로 바쿠치올 부상중
전문가, Z세대가 코스메슈티컬 수요의 우선 타겟 소비층 될 것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유럽 브랜드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대표적인 코
스메슈티컬 성분 중 하나인 레티놀의 대체제로 ‘바쿠치올(Bukachiol)’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바쿠치올은 레티놀과 마찬가지로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고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나
광(光) 안정성이 높고 부작용은 적어 민감성 피부 등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성 천연 성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바쿠치올의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잘
알리고 인지도를 높여간다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시장에서 인기 성분으로 성장
할 거라 전망하며, 화장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플루언서 중심의 홍보를
통해 Z세대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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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현 주소는?

▶

① 팬데믹에도 사그러들지 않는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인기
⦁ 지난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매출 428억 루블 규모
⦁ 2020년 온라인 약국 판매수익은 114% 증가세,
온라인으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구매 많아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2016년에서 2020년
러시아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매출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2억 루
블에서 2019년 459억 루블로 거의 40억 루블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28억
루블(약 7,109억 원) 규모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러시아 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의 온라인 약국 판매수익을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더마톨로지컬 트리트먼트(Dermatological treatment)’ 부문의
판매수익이 114%의 증가세를 보여 온라인 쇼핑 채널을 통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1] 2016-2020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매출규모

[그래프 2] 2020년 온라인 약국 판매수익 성장률

(단위: 십억 루블)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Pharmaceutical cosmetics sales
value in Russia 2016-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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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Pharma e-commerce sales
value growth in Russia 2020, by produ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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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페이셜 스킨케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중 가장 많은 비중
⦁ 전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25.2% 차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2019년과 2020년 러시아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 자료에 따르면 약국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화장품은 얼굴
피부관리 제품으로, 2019년과 2020년 모두 페이셜 스킨케어 카테고리가 전체 코스
메슈티컬 화장품의 25.2%를 차지했다. 모든 부위용 제품(Universal products)은 20
20년 기준 22.2%를 차지했으며, 바디케어 제품은 19.6%의 비중을 보였다.
페이셜 스킨케어 제품이 러시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모든 부위용 제품을 얼굴에도 사용하는 소비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페이셜 스킨케어 비중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3] 2019-2020년 러시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매출 비중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Pharmaceutical cosmetics sales share in Russia 2019-2020, by catego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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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기대하는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효과
피부 장벽 강화/회복(57.7%), 보습/영양(51.9%) 순
⦁효과적인 모공관리(40.4%)와 안티스트레스(40.4%)도 주요 기대효과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사용 의향이 있는 러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가 기대하는
코스메슈티컬 기대효과는 피부 장벽 강화와 회복이 57.7%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해하고 있다. 손상된 피부 장벽 강화와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피부에 촉촉한 수분과 풍부한 영양성분을 공급해주는 보습과
영양(51.9%)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효과적인
모공 관리(40.4%)와 다양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안티 스트레스(40.4%) 목적도 높은 기대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4]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기대하는 효과

출처: 코스메슈티컬 설문에 응답한 러시아 소비자 205명 중,
코스메슈티컬 사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사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 52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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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코스메슈티컬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러시아 뷰티 데이터 19,964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Cosmeceutical

주요 키워드
강신호
세라비
리브레덤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러시아의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세라비’, ‘리브레덤’, ‘바이오더마’, ‘바쿠치올’, ‘레티놀’ 등을
포함한 10개 키워드가 강신호로 감지되었다.

바이오더마

아벤느, 바이오더마, 세라비, 라로슈포제, 유리아쥬와 같은 유럽 코스메슈티컬

바쿠치올

브랜드들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음을 볼 수 있으며, 유럽 브

유리아쥬

랜드 사이에서 현지 브랜드 리브레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벤느
라로슈포제

키워드 성장률 면에서는 세라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빈도(점유율) 면에서 레티놀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서

진정시키는

널리 사용되는 인기 성분인 레티놀의 대체제인 바쿠치올 키워드도 강신호로

파마슈티컬

분류됨에 따라 관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레티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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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러시아에서 얼마나 인기있을까?

⦁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경험자 비중 11.2%
⦁ 경험자와 인지자 모두 20대에서 가장 높아,
20대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대한 관심 엿보여
러시아 거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경험 여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1.2%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3%는 코스메슈티컬을 알고는 있으나 사용 경험은 없다고 답했으며
60.5%는 코스메슈티컬을 들어본 적이 없고 사용 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대의 18.0%가 코스메슈티컬 사용
경험이 있으며 32.8%는 알고 있으나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험자와 인지자 모두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20대 소비자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그래프 6]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경험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코스메슈티컬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205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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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경험자 중 47.9%가 20대
⦁20대 소비층, 스킨케어 구매 시 전문가 추천 영향력 높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 중에서도 47.9%
는 20대로 집계되었다.
한편,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전문가의 추천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한 러시아 소비자 중에서 20대의 비중이 3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다음으로 10대 25.0%, 30대 21.9%, 40대 13.3% 순으로 나타나 20대 소
비자들이 타 연령대보다 전문가 추천 영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코스메슈티컬 사용 경험이 있는
23명 응답 결과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 피부과 전문의나 관리사 등의 추천 및 상담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미루어 봤을 때, 스킨케어 구매 시 전문가
추천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20대(설문조사 결과 30.6%)의 소비 특징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소비와 상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7]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전문가 추천의 영향 정도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스킨케어 구매 시 전문가 추천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자 96명의 연령별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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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경험,
로션, 크림, 토너, 시트 마스크 순으로 많아
⦁전문가들, 클렌저, 크림 등 트러블 치료 위한 제품들 이용 경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는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해본 제품의 종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로션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 중 56.5%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데이크림/나이트
크림 · 스킨/토너 · 시트 마스크(43.5%), 선스크린(39.1%) 순으로 사용 경험이

(단위: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코스메슈티컬 사용 경험이 있는
23명 응답 결과
(중복 답변 허용)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피부 트러블 치료를 목적으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중에 클렌저와 크림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만족스런 사용 경
험을 나타낸 제품들은 자극이 적고 효과가 좋은 특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일부 제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여다.

[Expert Interview ]

“피부 트러블이 있어 저자극성의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세
라비(CeraVe)의 클렌징 라인을 사용해봤는데, 모든면에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코스메슈티컬 제품으로 더 많은 제품 라인업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Valeria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피부 관리사 등의 조언에 따라 라로슈포제(LA Roche-Posay) 클렌저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사용후 피부 건조가 많이 사라져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Kseniya /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리플레임(Oriflame) 나이트 앤 데이 크림을 사용해봤습니다. 사용 후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부분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일반적
으로 코스메슈티컬 제품은 항상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lena / Oriflame 운영자

2) 해당 설문결과는 중복 답변을 포함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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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 50.0%, 향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의향 있어
⦁카테고리로는 세럼/에센스와 데이크림 사용 의향 높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용해본 적이 없는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사용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0.0%의 응답자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절반은 긍정적인 사용 의사를 보였다.
한편,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사용 의향이 있는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제품 카테고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럼/에센스(54.9%)와 데이크림(52.9%)에 대한 사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중,
코스메슈티컬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용해본 적 없는 러시아 소비자
58명 응답 결과

가볍고 산뜻하게 발리는 세럼/에센스류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반영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크림 역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시장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 8] 향후 사용 희망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종류

출처: 코스메슈티컬 설문에 응답한 러시아 소비자 205명 중,
코스메슈티컬 사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사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 51명(무응답 제외)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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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슈티컬 화장품, 러시아 인기 브랜드

⦁2020년 프리미엄 코스메슈티컬 매출 규모 기준,
라로슈포제가(La Roche-Posay) 가장 높은 매출액 보유
트러블 피부를 위한 약산성과 염증완화 효과 강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2020년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프리미엄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매출 규모 자료에 따르면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라로슈포제((La Roche-Posay))가 41억 9,960만 루블(약 698억 원)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비쉬, 리브레덤, 바이오더마, 아벤느, 유리아쥬 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선두주자 라로슈포제는 지성피부 및 트러블
피부를 위한 전문 라인 ‘에빠끌라(EFFACLAR)’를 판매 중으로 약산성 및
염증완화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라인은 살리신산 및 LHA(Lipo-Hydr
oxy Acids, 리포 하이드록시산) 성분이 함유되어 염증을 완화하고 새로운
여드름의 생성을 방지하며, 마스크· 클렌저· 로션· 세럼· 모이스처라이저· 스팟
에센스 등 트러블 관리를 위한 13가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높였다.

[그래프 9] 프리미엄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매출 규모

(단위: 백만 루블)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Most sold premium pharmaceutical cosmetic brands in Russia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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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느(Avene), 온천수 기반 제품으로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에 권장
⦁바이오더마(BIODERMA), 극건성 피부/트러블 피부 등으로 라인 세분화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아벤느(Avene)는 온천수 기반의 제품으로 러시아에서 아토
피와 과민감성 피부에 널리 권장되고 있다. 대표 제품인 아벤느 ‘오 떼르말(Eau T
hermale)’은 온천수를 별도의 가공 없이 멸균 파이프를 거쳐 100% 그대로 담아
낸 미스트로, 적정량의 미네랄을 함유해 피부 진정과 자극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아토피 피부염과 건성피부의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고 피부장벽을 강화
하는 트릭세라(Trixera), 지성피부 및 여드름 피부를 위한 클리낭스(Cleanance),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시칼파트(Cicalfate) 등 민감성
및 문제성 피부를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갖추고 있다.
또 다른 러시아 진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바이오더마(BIODERMA)는 민감성 및
모든 피부를 위한 저자극 클렌징 워터 ‘센시비오(Sensibio) H2O’를 비롯하여, 극
건성 피부의 수분 손실은 막아주고 보습 장벽을 강화하는 아토덤(Atoderm), 트러블
피부의 진정 및 여드름 케어, 홍조 개선을 위한 세비엄(Sebium) 라인까지 제품
구성을 세분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림 1] 아벤느 및 바이오더마 제품 이미지

출처: 호슈(Hochu) 웹사이트(hochu.ua) 및 인스타일(InStyle) 러시아 웹사이트(instyl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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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브랜드 사이에서 러시아 브랜드도 인기
⦁리브레덤(LIBREDERM),
트러블 피부를 위한 유황/아연 성분이 함유된 세라신 세럼 판매
유럽 유명 브랜드 사이에서 러시아 로컬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도 현지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모든 피부 고민에 현대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기반
으로 탄생한 리브레덤(LIBREDERM)은 지성 및 여드름 피부를 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세라신(SERACIN) 세럼을 판매하고 있으며, 유황과 아연 등 항염 성분이 함유
되어 피지 생성을 정상화하고 여드름을 개선하며 재발을 막아준다.
2020년에는 건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를 위한 히알루로닉 컬렉션(HYALURONIC
COLLECTION)을 출시했으며,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해
노화를 예방하고 천연보습인자(NMF)가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 건조함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홍보되고 있다.
리브레덤은 이외에도 건성, 지성, 민감성 피부 타입에 맞춘 제품 라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리필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 용기를 적용해 친환경 브랜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전략을 시행중이다.

[그림 2] 리브레덤 히알루로닉 컬렉션 이미지

출처: 오케이 매거진(OK MAGAZINE) 러시아 웹사이트(ok-magazin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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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러시아 인기 성분

⦁주요 인기 성분은 비타민 · 펩타이드/단백질 · 성장인자 · 허브 등
⦁가장 대표적인 사용 성분은 비타민A로 알려진 레티놀
러시아 뷰티 전문매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시장 내 주사용 코스메슈티컬
성분은 비타민, 펩타이드/단백질, 성장인자, 허브 등으로 분류된다.
① 비타민은 레티놀이 대표적인 성분으로 꼽히고 있으며 피부 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러시아 화장품 브랜드에서 사용 중인 성분에 해당한다.
② 펩타이드/단백질은 아미노산과 보톡스 등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펩
타이드는 피부 노화 개선에, 단백질은 피부 수분 증가를 통한 주름 제
거와 피부 장벽 개선에 그 사용 목적이 있다.
③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에는 최근 들어 성장인자를 활용한 개발이 시작
되고 있으며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성분으로 사용된다.
④ 천연성분으로 분류되는 허브에는 은행나무, 실리마린, 인삼, 녹차 등의
전통적인 성분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피부 자극을 줄 수 있는 레티놀 성
분의 대체 성분으로 바쿠치올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래프 9] 러시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
유형

분류

사용 목적

비타민

레티놀, 코엔자임 등

피부 노화

펩타이드/단백질

아미노산, 보톡스 등

피부 노화, 주름, 장벽

성장인자

성장인자

피부 재생, 상처 치유

허브

식물 추출물(바쿠치올) 등

항산화 및 항염

출처: 마리끌레르(Marieclaire) 러시아 웹사이트 (www.marieclair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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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성분 ① 레티놀(Retinol)
⦁연고 형태의 레티놀 크림이 가장 일반적
⦁시장 진출 레티놀 브랜드,
민감성 피부 · 전문의 추천 · 빠른 흡수력 등의 홍보 키워드 활용
비타민 A의 일종으로 피부 주름 개선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레티놀 성분을 함유한 다양한 제품들이 러시아 매장에서 판
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브랜드인 라로슈포제(La Roche-Posay)의 레더믹 레티놀
제품이 있으며 민감성 피부층을 공략한 홍보문구와 가볍고 끈적임이 없는
제형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더마브랜드인 오바지(Obagi)에서 판매중인 레티놀 1.0은 피부과 전문
의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임을 가장 큰 홍보문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과다 사
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문의 처방하에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이외 스페인 브랜드인 세스더마(Sesderma)의 레티스 0.25는 마이크로 기술을
활용한 성분의 흡수력을 강조하고 있다.

[표 1] 러시아 현지 입점 레티놀 함유 코스메슈티컬 제품
구분

내용

제품 사진

브랜드

제품명

라로슈포제

오바지

세스더마

(La Roche-Posay)

(OBAGI)

(Sesderma)

레더믹 레티놀

레티놀 1.0

레티스 0.25

(Redermic Retinol)

(Obagi Retinol 1.0)

(Sesderma Retises 0.25)

출처: 러시아 화장품 온라인 판채채널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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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성분인 레티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나 한계점도 분명해
빛·공기·수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 낮은 안전성 문제 보유
⦁부작용으로 피부 자극이 많이 나타나,
러시아 현지에서도 민감성/건성 피부 사용시 주의 요구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인기 성분인 레티
놀은 주름 개선 및 노화 예방, 트러블 관리에 효과적이나 한계점도 분명하다.
탁월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루기 까다로운 성분으로 빛과 공기, 수분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해 안정화하기가 어렵다. 적정 농도를 벗어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레티놀 성분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효능을 유지하도록 안정화하면서도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요구된다.
개인의 피부 상태나 사용 용량에 따라 가려움증, 홍반, 피부건조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민감성, 건성 피부는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레티놀 제품의 러시아 사용자 제품 후기를 보면 부작용으로 피부가 붉게 올라오
면서 민감해지는 자극감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비타민 A가
다량으로 포함된 제품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는 비타민 A의 일종인 레티놀 화장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림 3] 레티놀 분자구조

출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러시아 웹사이트 (cosm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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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성분 ② 바쿠치올(Bukachiol)
레티놀과 피부 탄력을 증진하는 원리는 같으나 안정성 높아

“저를 포함한 블로거들이
바쿠치올 성분을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성 제품으로 기대감 높아

레티놀과 효과가 비슷하지만
더 안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뷰티 업계는 레티놀을 대체하는 천연 성분으로 ‘바쿠치올(Bukachiol)’을 주목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 ‘보골지(Psoralea corylifolia)’에서

Anastasia
/ 뷰티 블로거

유래한 성분인 바쿠치올은 레티놀과 마찬가지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을 증진하는 원리는 같으나 광(光) 안정성이 높고 부작용은
적어 레티놀의 대체재로 부상하고 있다.
민감성 피부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성 제품으로
기대감이 높으며,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이들에게는 사용이 제한되는 레티놀과
달리 모든 소비층에서 사용이 자유로운 부분은 큰 강점으로 분류된다.
러시아 현지 뷰티 전문가는 많은 뷰티 블로거들이 바쿠치올에 주목해 활발히 제
품을 홍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레티놀과 효과가 비슷하지만 더 안전한 성분으로
인식되어 앞으로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림 4] 바쿠치올 유래 식물 이미지

출처:버츠비(BURT'S BEES) 홈페이지(burtsbe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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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요인으로
안전성(60.8%), 신뢰도(54.9%), 효능(49.0%) 꼽아
⦁ 바쿠치올, 높은 안전성으로 소비자들의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사용 의향이 있는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요인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성 때문에
구매한다는 응답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신뢰도(54.9%),
효능(49.0%)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사용 요인으로 안전성과 신뢰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바쿠치올 성분은 높은 안전성으로 러시아
소비자들로부터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뷰티 전문가들도 바쿠치올이 러시아에서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했
다고 언급하며 레티놀과 같은 사용 제한이 없으며, 부정적인 피부 반응이
없고, 안전한 성분이어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시장에서 새롭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래프 10]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요인

출처: 코스메슈티컬 설문에 응답한 러시아 소비자 205명 중,
코스메슈티컬 사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사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 51명(무응답 제외)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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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치올, 러시아 내에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성분
⦁안티에이징, 보습, 피부결 정돈 등의 효과에 인기 상승 전망
안전성과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바쿠치올은 러시아 내에서는 아직 많
이 알려지지 않은 성분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
다.
러시아 뷰티 전문가들은 아직 바쿠치올 성분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이 적어
인지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
인기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다.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고 노화와 관련된 색소 침착을 개선시켜주는 안티
에이징 효과와 보습, 피부결 정돈 등 바쿠치올의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잘
알리고 홍보한다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시장에서 인기 성분으로 더욱 주
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pert Interview ]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쿠치올의 인기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미 우수한 특
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에서는 아직 이 성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Victoria(B) / 프리랜서 에디터

“바쿠치올에 대해 아직 모든 사람이 알지는 못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성
분입니다. 여성들은 항상 노화, 보습, 고르지 못한 피부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효능을 가진 화장품에 분명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Valeria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바쿠치올의 인기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분 덕분에 피부가 더
빨리 재생되고, 밝아지고, 노화와 관련된 색소 침착이 제거되며 손상 후
피부 상태가 개선됩니다.”
Elena / Oriflame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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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진출시, 강조 및 보완사항은?

⦁코스메슈티컬의 강점은 무향, 안전성 확보, 즉각적인 효과
⦁다소 높은 가격대와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단점으로 꼽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구매 시 애로사항도 보유
러시아 뷰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주요 장점으로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향료를
배제한 무향 처방과 저자극 성분 구성, 알러지 테스트를 완료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점, 검증된 품질과 즉각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꼽았다.
하지만 다소 높은 가격대와 일부 제품의 경우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언급되었다. 이외, 제품 구매 시 전문
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소비 인식이 있어 관련 제품의 구매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라면 ‘무향,
안전성, 즉각적인 효과’ 등은 강조하고, 충분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알러지
경고 문구 등을 보완한 사전 준비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pert Interview ]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장점은 무향과 알러지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점이고, 단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Alyona / Aromallux 매장 관리자

“이 카테고리는 가격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제품 성분은 다른 중저가
브랜드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알러지 유발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보완되어야 합니다.”
Victoria(A) / 뷰티 블로거

“단점은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없으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품질과 성분 구성, 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Olesia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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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슈티컬 우선 홍보 대상, 피부과 전문의 및 관리사

⦁ 피부과 전문의/피부 관리사 등 전문가 집단이 1차 홍보 대상
⦁ 실험 데이터, 통계수치 등으로 성분의 효능에 대한 인식 높여야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경우 전문가의 추천 여부도 중요한 만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나 피부 관리사 등 전문가 집단을 1차 홍보
및 협력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뷰티 전문가들은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 피부에 어떻게 효과가 있
는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제품의 효능에 대한
실험 데이터 및 통계수치 등을 활용해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레티놀의 대안으로 떠오른 바쿠치올도 최근 피부과 전문의 및 유튜버들이
과학적인 연구 자료 등과 함께 안전성과 효능을 소개하는 관련 유튜브 영
상들을 업로드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림 5] 바쿠치올의 효과를 설명하는 전문가 유튜브 영상

출처: 피부과 의사 DR.AMINA 유튜브 채널 (@Amina Pirm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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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메슈티컬 유망 최종 소비자는 Z세대

⦁ 세라비, 틱톡 스킨 인플루언서의 리뷰로 Z세대에 재조명받아
⦁ 합리적인 구매를 중시하는 Z세대에게 성분, 효과 면에서 각광
⦁ 전문지식 갖춘 스킨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도 고려해볼만
피부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저렴한 세안제와 보습제품으로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 ‘세라비(CeraVe)’는 틱톡(Tik Tok) 스킨케어 인플루언서의 리뷰로
Z세대에게 재조명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 시작하면서 Z세대
사이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의 인기가 치솟았고, 5백만 명의 틱톡
팔로워를 보유한 스킨케어 인플루언서 ‘하이람 야브로(Hyram Yarbro)’가
세라비 제품을 틱톡 유저들에게 추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야브로가 소개하는 세라비 제품들은 합리적인 구매를 중시하는 Z세대에게
저렴한 가격과 성분, 효과 면에서 각광을 받았으며, 틱톡의 반응을 포착한
세라비 브랜드 측은 야브로와 접촉해 마케팅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소비자들이 세라비를 발견하는 방법은 주로 피부과를 통해서였지만 Z
세대가 열광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재조명을 받은 세라비
의 사례를 참고해 화장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스킨케어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틱톡 스킨케어 인플루언서 ‘하이람 야브로(Hyram Yarbro)’ 이미지

출처: CNN 비즈니스 웹사이트(edition.cnn.com) 및
뷰티 비즈니스 저널(BEAUTY BUSINESS JOURNAL) 러시아 웹사이트(beautybusinessjournal.com/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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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

성장하는 그린뷰티와 러시아 현지 브랜드
러시아 화장품 시장 내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장 이슈
로컬 화장품, 천연 화장품에서 친환경 화장품으로 변화 중
로컬 화장품의 입증되지 않은 효능은 한국 화장품의 진출 포인트
코로나19를 겪으며 러시아 화장품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됨에 따
라 친환경, 지속가능성, 자연주의와 같은 트렌드가 이슈를 모으고 있다. 기업들
도 기존 화장품 성분 위주의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와 기업에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지를 알리는 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로컬 화장품 브랜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기존의 천연 화장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친환경 화장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단순히 제품 홍보를 넘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나 향후 발전 방향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된 천연 성분 화장품과 이에
대해 러시아 소비자가 느끼는 낮은 품질 만족도는 로컬 천연 화장품 브랜드가
갖고 있는 한계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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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한 러시아 화장품 시장

① 러시아, 지속가능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가속화 단계
⦁ 2020년 환경 보호를 위한 투자 비용 9,700억 루블,
전년 대비 975억 루블 증가
⦁ 10여 년간 환경 보호 투자 비용 3배 가까이 증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러시아는 환경 보
호를 위한 투자 비용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 스태티스타(Statit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러시아 정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지출 비용은 약 9,700억 루블
(약 15조 9,351억 원)로, 전년보다 975억 루블(약 1조 6,017억 원)이 늘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러시아는 현재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가속화
단계를 밟고 있다. 현지 화장품 시장에서는 친환경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천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편이다. 전문가
들은 유기농 성분을 사용한 천연 화장품이나 친환경 제품의 구매율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화장품
브랜드들은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제품 개발 시 성분은 물론 용기
및 포장재의 환경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프 1] 환경 보호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지출 비용 변화
단위 : 백만 루블(RUB)

출처: 스태티스타 (www.statista.com)

44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② 유망 화장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과 지속가능성
⦁ 러시아 소비자 증 63.8%,
친환경 트렌드가 가까운 미래에 화장품 주류 트렌드로 안착 예상
⦁ 화장품 주요 소비층 20-30대, 친환경 화장품 전망 긍정적으로 평가
소비자들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기업에 대해 환경적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화장품 시장에는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요 키
워드가 뷰티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
비자들의 강화된 기준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화장품 브랜드의 경쟁
력이 좌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한 것이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화장품 시장 내 친환경 트렌드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
보고 있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
8%가 ‘친환경 트렌드가 가까운 미래에 화장품 주류 트렌드로 안착’할 것이
라고 예상했다.
화장품 주요 소비층인 20대와 30대는 각각 68.7%, 67.2%의 비율로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공감 의사를 내비쳤다. 제품 성분을 포함
한 생산 전 과정에서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고
있어 향후 친환경 그린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프 2] ‘친환경 트렌드가 향후 화장품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이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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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소비자 3명 중 1명, 화장품 구매 시 윤리소비/친환경 확인
⦁ 친환경 제품 선호도 20대 소비자층에서 두드러져
친환경 화장품은 과거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각광 받는 제품이었지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점차 많은 소비자로부터 관심받기 시작했다. 전
문가들은 현재 뷰티 시장에 친환경 트렌드가 자리매김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 3명 중 1
명이 화장품을 구매할 때 윤리소비 혹은 친환경 컨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대 소비자(42.1%)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
했다.
러시아의 20대 소비자들은 친환경 화장품에 대해 호의적이며, 향후 성장 가
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특징이, 실제 제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경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래프 3] 스킨케어 화장품 구매 시 윤리 소비 혹은 친환경 컨셉여부 확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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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천연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러시아 뷰티 데이터 19,964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천연

주요 키워드
강신호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러시아의 천연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그린뷰티’

그린 뷰티

키워드가 강신호로 감지되었으며 러시아 주요 로컬 브랜드 등이 빈도
점유율이 높은 키워드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 이후, 러시아 시장 내 급증한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친환경과 연관된 브랜드 네이밍을 갖고 있는 다양한 로컬 브랜드의
향후 약진이 전망됨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점유율(발생량)이 높은 키워드로는 ‘내추럴’이 감지되었는데, 러시아
시장 내 천연 화장품 브랜드의 소비 인기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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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브랜드 천연 화장품을 꾸준히 찾는 러시아 소비자들

2) 시장현황

▶

● 러시아 현지 스킨케어 브랜드

⦁ 러시아 소비자, 로컬 화장품보다 수입 화장품 더 많이 구매

제품에 대한 신뢰도

⦁ 20대는 수입 브랜드 구매 의존도가 높으며,
30-40대는 상대적으로 로컬 화장품 구매 많아
⦁ 30-40대 소비층, 로컬 브랜드에 대한 신뢰 강해
러시아 소비자 3명 중 1명은 로컬 화장품 브랜드에 신뢰를 갖고 있지만,
실제 스킨케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수입 화장품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
타났다.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가 수입
스킨케어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소비자 중 56.1%는 수입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양한 제품에 대한 테스트와 구매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소비층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30-40대는 현지 로컬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
에서 스킨케어 화장품을 구매할 때 로컬 제품을 더 찾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2%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프 5]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원산지 비중 선호도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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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로컬 브랜드, 저렴한 가격 · 천연 성분 · 실용성 주로 홍보
30-40대 소비층에게 실용적인 천연 화장품으로의 이미지
20대에겐 전통적이면서도 트렌디함이 공존하는 이미지
러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는 천연 성분과 낮은 가격대, 실용성
등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지 로컬 화장품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낮은 가격대’(47.4%)가 대표적인 이미지로
꼽혔고, 이어 ‘천연 성분의’(45.5%), ‘전통적인’(43.3%), ‘실용적인’(42.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별 세부 조사를 통해서는 30-40대 소비자들에게 로컬 브랜드가 ‘천연
성분의’, ‘실용적인’ 이미지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응답자들은 로컬 브랜드에 대해 ‘전통적인’(47.9%) 이미지를 가장 많이
선택했는데 동시에 ‘트렌디한’ 이미지를 선택한 비율도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래프 6] 러시아 현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현지 스킨케어 브랜드 제품 선호 소비자 26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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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소비자, 천연 성분으로 만든 스킨케어 제품 많이 사용
⦁ 30-40대에서 천연 성분에 대한 선호도 높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소비자들도 환경 보호와
피부 건강 관리를 위해 천연 성분의 스킨케어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6%가
천연 성분으로 만든 스킨케어 화장품을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천연 성분 제품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는 30대가 71.1%로 가장 높았고, 40대
(67.5%)가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린뷰티 트렌드가 유행하기 전부터
천연 성분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현재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친환경 기준으로 천연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뿐 아니라 전 유통과정에 이르러 기업의 환
경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프 7] 천연 성분으로 만든 스킨케어 제품 주사용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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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로컬 천연 화장품을 친환경 화장품으로 인지
⦁친환경 화장품 소비 증가는 긍정적, 일부 무관심 소비층도 발생할 것
앞서 전문가들은 화장품 시장에서 그린뷰티 트렌드가 유행하기 전부터 천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대중적으로 확산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영향
으로 로컬 브랜드의 천연 화장품과 그린뷰티 제품을 동일하다고 여기며,
실제 뷰티 시장 내에서도 두 제품의 큰 차이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 것으
로 관측됐다.
뷰티 전문가들은 그린뷰티 로컬 브랜드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모든 소비자가
환경적 요소를 중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린뷰티 트렌드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pert Interview ]

“그린뷰티 로컬 브랜드는 곧 화장품 시장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환경 보호 및 생태학 관련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장품 시장에서 자연 유래
천연 성분과 생분해성 포장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구매결정 기준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린뷰티 트렌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Valeria Bocharova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로컬 그린뷰티 브랜드는 매우 매력적이며, 이들 브랜드는 환경을 중시하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그린뷰티 트렌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며, 사실 그린뷰티 유행은 이제 막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senia Rusanova /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과 생태학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컬 그린뷰티 브랜드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데는
시간이 걸리 것이라 생각합니다.
Victoria Yasheva / 프리랜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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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뷰티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생각은?

⦁ 소비자 39.6%, ‘그린뷰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
⦁ 76.5%는 그린뷰티 제품 써볼 의향 있다고 밝혀
⦁ 구매력 높은 30대, 그린뷰티 제품 사용 의향 높아
친환경 뷰티 트렌드의 성장 가능성에 동의한 러시아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9.6%가 ‘그린뷰티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친환경 트렌드 성장 동의
404명 응답 결과

또한, 그린뷰티 제품을 써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사용해 볼 의향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76.5%를 차지했다.
연령별 세부 조사에서는 구매력이 높은 30대에서 가장 높은 85.8%가 그린
뷰티 제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8] 그린뷰티 제품에 대한 사용 의향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현지 친환경 뷰티 트렌드 성장 동의 소비자 404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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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뷰티 제품이 피부에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높아
⦁ 피부 트러블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미미한 수준
뷰티 시장에 친환경 트렌트가 확산하면서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는 그린
뷰티 제품이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이 높게 형
성돼 있다.
현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러시아 소비자 404명 중에 64.6%가 ‘그린뷰티 화
장품은 피부에 좋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30대 소비자들이 동의한 비율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74.8%로 집계됐다.

친환경 트렌드 성장 동의
404명 응답 결과

한편, 그린뷰티 화장품의 피부 트러블 유발 여부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
는다’는 응답이 44.6%로 집계돼 ‘동의’(15.8%)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린뷰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에 대한 우려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9] ‘그린뷰티 화장품은 피부에 긍정적이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현지 친환경 뷰티 트렌드 성장 동의 소비자 404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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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뷰티 화장품 사용 의향,
세럼·에센스 → 데이크림 → 로션 순으로 높아
⦁세럼·에센스 20-30대, 데이크림 30-40대 선호도 높아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린뷰티 화장품 사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세럼·
에센스(61.8%) 제품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데이크림(57.9
%), 로션(55.0%) 순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현지 소비자들이 세럼이나
에센스, 로션처럼 비교적 사용감이 가볍고 산뜻한 제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린뷰티 화장품 품목별 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연령층에서 사용 의향
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선정된 세럼·에센스로 20대와 30대 소비자로부터 각
각 62.1%, 69.2%의 선택을 받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데이크림의 경우, 30대의 61.7%, 40대의 69.0%가 해당 제품을 사용
해 볼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래프 10] 사용 의향이 있는 친환경 제품 종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친환경 제품 사용에 우려가 없다라고 응답한 소비자 340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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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성분 내세운 로컬 브랜드, 그린뷰티 이행 본격화

⦁내추라 시베리카(Natura Siberica),
에코서트와 코스모스 유기농 인증받은 최초 로컬 브랜드

및 바디 케어 라인업 이미지

⦁다양한 제품 제형과 소비 연령대를 포함하는 라인업 보유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인 ‘내추라 시베리카’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허브로 만든 화장품을 주력으로 선보이며, 프랑스 유기농 인증기관
에코서트(ECOCERT)와 이탈리아 유기농 인증기관 ICEA의 까다로운 인증 규격을
통과했다.
내추라 시베리카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1호점을 개설하고, 현재 한국을 비
롯한 미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등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다. 페이스 케어부터
바디, 헤어 등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으며, 성인부터 아이들까지 전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러시아 화장품 시장을 점령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이나 미네랄오일, 파라벤, 인공색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을 첨가하지 않아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는
유럽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인 ‘코스모스 스탠다스 AISBL’의 회원사로 가입해
철저한 품질 검증 과정을 거친 친환경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표 1] 내추라 시베리카 제품

바이옴 하이드레이션 세럼
출처: 코스몰, 내추라 시베리카 사이트,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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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브라나(Levrana), 천연재료 · 유기농 인증 · 비동물실험 강조
⦁오가닉 키친(Organic Kitchen), 컬러풀한 색감으로 젊은층 공략
러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로컬 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천
연 유기농 화장품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과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
하는 트렌드가 러시아 화장품 시장에 확산하면서 로컬 브랜드 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와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다.
러시아의 주요 로컬 브랜드 중 하나인 ‘레브라나(Levrana)’는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는 유기농 제품 생산 기업으로, 유기농 인증을 위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친환경 로컬 뷰티 매장인 ‘오가닉 키친(Organic Kitchen)’은 풍부한 색감과
캐릭터를 활용한 패키징 디자인으로 젊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일반 뷰티 매장 대비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레브라나 홈페이지 이미지 및 오가닉 키친 매대 현황
구분

내 용

사진

브랜드명

레브라나

오가닉 키친

설명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매대 현황

출처: 레브라나 홈페이지, 오가닉 키친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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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소 브랜드들, SNS 중심으로 친환경 화장품 소개
⦁용기, 포장재, 폐기물 수거 등 제품 생산 공정까지 친환경
러시아 로컬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채널을 활용해
자사의 친환경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친환경 중소 브랜드의
공통된 주요 특징은 용기 제작 및 포장 과정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공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중소 화장품 브랜드인 ‘Mi&Co’는 유리 용기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포장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Laboratorium’, ‘SmoRodina’을
포함한 다수 브랜드가 제품 공정 과정에서 재활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린뷰티 시장 트렌드에 맞춰 화장품의 주요 성분뿐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품 용기 및 포장재의 환경성까지 고려
하는 모습이다.
러시아 로컬 친환경 브랜드인 ‘Grower’를 비롯한 일부 화장품 기업들은
폐기물 수거와 같은 환경 보호 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선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3] 러시아 로컬 친환경 브랜드
No.

브랜드명

1

Laboratorium

2

Grower

주요 컨셉 및 특징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공정을 갖추고 재활용 포장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
렴한 가격대가 가장 큰 장점인 천연 화장품 브랜드
피부 건조함 및 염증 개선에 탁월한 저자극성 페이스 및 바디용 제품 생산
남성이나 어린이 등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3

Mi & Ko

생산. 알레르기 환자, 임신부 및 민감한 피부 소유자 등 어떤 피부 타입도
사용할 수 있으며, 재활용 종이로 포장 라벨을 만들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브랜드

4

Botavikos

출처: 패션지 보그(Vogue)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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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그린뷰티의 방향성은?

⦁ 러시아 현지 내 친환경 뷰티 트렌드 강세,
현지 브랜드 중심으로 인기 끌 것으로 전망
⦁ 소비자 중 58.2%, 화장품 구매 시 친환경 여부 따져볼 것
친환경 뷰티 트렌드는 최근 코로나19 유행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 76.
0%가 현지에서 친환경 뷰티 트렌드가 강세를 보인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외 응답자 중 58.2%가 실제 화장품 구매시 친환경 여부를 꼼꼼히 따져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구매한다고 응답해 관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러시아 뷰티 전문가들은 친환경 트렌드 인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천연성분의 우수한 효능까지도 보장하며 합리적인 가
격대를 지닌 제품들이 피부 본연의 건강을 중시하는 러시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프 13] 화장품 구매 시 친환경 확인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현지 친환경 뷰티 트렌드 성장 동의 소비자 404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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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대상, 천연 성분과 친환경까지 고려한 컨셉 홍보 필요
⦁환경과 인간, 모두의 안전을 주요 키워드로 활용
⦁젊은 감성으로 소비자 끌어들이는 로컬 브랜드 주시해야
러시아 뷰티 전문가들은 현지 뷰티 시장에서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20-3
0대를 중심으로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품을 중점적으로 홍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과 인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의 안
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키워드로 삼아 차별화된 홍보 전
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미 현지 시장에 천연 성분 화장품에 대한 기본 수요가 형성돼
있는 만큼, 신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20-30대 젊은 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감성 위주의 홍보 전략을 추진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Expert Interview ]

“그린뷰티와 친환경을 내세운 화장품 브랜드는 무엇보다 제품의 안전한
성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astasia / 뷰티 블로거

“친환경 제품을 내세운 그린뷰티 브랜드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간
에게도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해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Victoria Yasheva / 프리랜서 에디터

“그린뷰티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꽃이나 식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그린뷰티 브랜드라면 이와 같은 감성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
게 강렬히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Valeria Bocharova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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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로컬 천연 브랜드와의 경쟁방안

⦁로컬 브랜드, 성분 외에 내세울 만한 강점 부족
⦁로컬 브랜드 소비 경험이 많이 러시아 소비자 중,
25.0%만이 천연 화장품에 더 높은 지불 의사 보유
러시아에서 현지에는 천연 로컬 화장품 브랜드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로컬 브랜드가 내놓은 친환경 화장품에서 성분 외에 다른
특별한 강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연 원료를 사용해 좋은 성
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특히 가격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일반 제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일반 제품가격보다 비용을 더 내고서라도
천연 화장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러시아 소비자는 25.0%에 불과했다.
현지 로컬 천연 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반증
하는 데이터로 분석될 수 있다.
과학적인 테스트에 의한 효능/효과에 대한 검증없이 천연원료라는 강점만을
가지고 생산된 러시아 로컬 천연 화장품 대비, 한국의 천연 화장품은 충분
한 품질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래프 11] 천연 화장품에 대한 러시자 소비자 인식

출처: 스태티스타 (Stati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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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비자·전문가,
러시아 로컬 브랜드에서 충분한 품질과 효능을 찾기는 어려워

제품이라 불리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특별한
효능을 기대하기보다는
공익실현/자기만족을 위해
구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러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로컬 화장품 구
매를 꺼리는 이유로 ‘확실하지 않은 효과’(69.2%)와 ‘낮은 신뢰도’(56.9%)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많습니다.
Anna Konishcheva

천연 브랜드가 아닌 전체 로컬 화장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지만,

/Mimibox 운영자

현지 대다수의 브랜드가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 효능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전문가 역시 러시아 천연 로컬 브랜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뛰어난
품질이나 효능을 기대하기보다 공익실현과 자기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잦다고 언급하고 있어, 품질과 효능이 충분히 검증된 한국 천연 화장품 브
랜드의 시장 진출 잠재성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 12] 러시아 현지 화장품 구매 저해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현지 스킨케어 브랜드 비선호 소비자 65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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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K-뷰티 성장동력 ‘인디 브랜드’
러시아 주요 수입국으로 발전한 한국 화장품
주요 인기 브랜드는 ‘중소 인디 브랜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식 ‘맑은 피부, 독특한 컨셉, 빠른 효능’
러시아가 K-뷰티의 신흥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의 한국 화장품
수입은 지난 2014년 1,551만 달러에서 2019년 1억 3,73만 달러로 5년 만에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2023년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3.8%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이 한국 여성들의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비결로 알려지고, 현지 뷰티 블로거와 유튜버를 통해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효능이 소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화장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원료와 독특한 컨셉,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디어달리아, 홀리카홀리카 등 국내 중소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이 러시아
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워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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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인기 높은 한국 화장품

⦁러시아 소비자 중 55.8%, 1년 이내 한국 화장품 구매해봤다
⦁한국 인기 화장품은 주로 중소 브랜드 제품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중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러시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는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의 한국 화장품 수입국으로 꼽힌다.
러시아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55.8%에 달했다. 연령별
세부 분석결과 20대 소비자의 응답률이 6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53.8%), 30대(51.7%), 40대(42.9%) 순으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해본
경험을 갖고 있었다.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크고 실제 구매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현지에서는 대기업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한국 중소 브랜드가 더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용 소비
경향과 온라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래프 1] 1년 이내 한국 화장품 구매 경험 여부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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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 중 77.8%, K-뷰티가 아주 인기있다고 인지
한국 화장품은 러시아에서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워 현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러시아 여성들은 경제 활동 참여율이 69.0%로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면서도 피부 본연의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아 러시아 뷰티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약
103억 달러(약 12조 1,691억 원)로 추산되며 세계 11위, 유럽 5위에 올랐다.
현지 유명 뷰티 아티스트들은 SNS를 통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극찬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러시아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식 피부 관리법’과 같은 한국 화장품 소개 콘텐츠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러시아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은 탄탄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이 러시아 현지 15-59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8%가 한국 화장품에 대해 ‘아주 인기있다(very
popular)’거나 ‘꽤 인기있다(quite popular)’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러시아 현지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프 2] 2019년 러시아에서 한국 뷰티(K-뷰티) 인기도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 러시아 15-59세 소비자 4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19.10.04.-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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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가성비 높은 인디 브랜드 수요 증가

⦁러시아 화장품 브랜드, 저렴한 신제품 라인업 확대 중
⦁현지 전문가들 ‘가성비 높은 신규 브랜드가 기존 시장 대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러시아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검역 휴일
등으로 인해 현지 화장품 매장은 그해 6월까지 문을 열지 못했고, 이는 곧
화장품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2020년 말 러시아 화장품 총매출액은 2019년 대비 1.4% 증가해
34억 2,000만 달러 (약 4조 406억 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사람들이 이전보다 손을 더 자주 씻고 소독제를 사용하면서 피부 상태가
나빠지자 핸드크림 등을 중심으로 화장품 매출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야기한 심각한 경기 침체로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은
실용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화장품을 구입할 때
비슷한 효과를 지닌 제품들 중 가성비를 따져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러시아 화장품 브랜드들은 신제품 라인업 시
가성비를 내세운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뷰티시장에서 가성비 높은 화장품 인디 브랜드나 신규 브랜드가 기존
시장을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pert Interview ]

“아시아 화장품이 이미 화장품 판매 랭킹에서 프리미엄 제품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높은 것에도 장점이 있으
나, 결론적으로는 아시아 화장품이 러시아 소비자 피부에도 잘 작용
한다는 것이 포인트일 것입니다.”
Victoria / 뷰티 블로거

“새로운 브랜드와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품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lena / Oriflame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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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3] 인디 브랜드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러시아 뷰티 데이터 19,964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Indie

주요 키워드
강신호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한국 화장품 중소 인디 브랜드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디오_백스테이지

바이오레

결과, ‘디오_백스테이지’, ‘샬럿_틸버리’, ‘한국_뷰티’가 강신호로 감지되었

샬럿_틸버리

스킨푸드

한국_뷰티

디어_다힐라
투쿨포스쿨

으며 ‘바이오레’, ‘스킨푸드’, ‘디어_다힐라’, ‘투쿨포스쿨’이 약신호에 포함
됐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 ‘디오_백스테이지’가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영국의 화장품 브랜드인 ‘샬럿_틸버리’
역시 성장률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고, ‘한국_뷰티’에 대한 관심도
포착돼 향후 성장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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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문가가 생각하는 한국 인디 브랜드 인기 요인

① 아시아 여성,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로 러시아인들에게 인지
② 한국 및 일본 브랜드, 독특하게 인식되는 제품 컨셉
③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뛰어난 효능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체 인구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미(美)에 대한 관심과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이들은 특히
아시아 여성들의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 여성들의 피부
관리, 한국식 메이크업 등에 관한 콘텐츠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아시아 화장품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컨셉에 집중한다. 한국이나 일본 브랜드가 지닌 독특한 제품 컨셉이
눈길을 끈다. 그중에서도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인 BB크림과 CC크림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해 세포라 등
해외 유명 매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쿠션 파운데이션 역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제품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누구나 손쉽게 촉촉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외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각 브랜드의 독자적인 컨셉도 눈에 띈다. 한국이나 일본의 뷰티 브랜드들은
케이스 또는 제품 외형만 봐도 어느 브랜드인지 알아챌 정도로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신제품을 출시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홍보를 선보여 뷰티시장에서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렴한 가격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화장품은 우수한 품질을 지닌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빠르게 제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소비자
후기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표 1] 한국 인디 브랜드가 시장에서 인기있는 이유
전문가 이름

한국 인디 브랜드 인기 이유

Victoria

뷰티 블로거

러시아인 피부에 적합하며 높은 효능을 보유

Olesia

뷰티 블로거

디자인, 제품 구성, 가격이 가장 큰 강점이며 '독특한 컨셉'을 보유

Victoria

프리랜서 에디터

라인업이 다양하며, 가격도 저렴하고 높은 효능을 보유

Valeria
Kseniya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출처 : 러시아 화장품 전문가 5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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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디 브랜드 첫 번째 성장요소 ‘깨끗한 피부’

⦁러시아에서 아시아 여성은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로 인지
⦁한국 여성의 아름다운 피부를 주로 홍보하는 현지 뷰티매체
러시아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로 통한다. K-팝이나 K-드라마 등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한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연예인들을 보며 건강한 피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아시아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을 구입하거나 피부
관리법을 따라 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현지 뷰티매체들은 블로그나
SNS를 통해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운 피부를 소개하며, 화장품이나 뷰티
제품들을 홍보할 때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 러시아의 한 뷰티매체는 한국의 유명 가수이자 연기자인 배수지의
‘4-2-4 세안법’을 소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오일 클렌저를 얼굴에 묻혀
원을 그리듯 화장을 지우면서 4분간 마사지를 하고, 클렌징 폼을 사용해
2분간 얼굴을 문지르며 세안을 진행한 다음 마지막으로 4분간 미온수로
얼굴을 헹구는 세안법이다. 이는 일본에서 먼저 개발된 것인데, 배수지
씨가 한 매체를 통해 실제 자신의 피부 관리법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은
물론 러시아 여성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관리법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 소비자들은 배수지 의
실제 피부를 보며 ‘4-2-4 세안법’의 효과를 확신하고, 이 방법을 따라
하면서 실제 그가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폼 등 제품을 함께
구매하기도 한다.

[Expert Interview ]

“아시아 여성들은 아름답고 깨끗한 피부로 유명합니다. 아시아 여성
들의 피부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명품 브랜드들은 항상 품질보다는 포장에 신경을 더 쓰는 경
우가 많은데 젊은 소비층은 외관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제품에 효능과 품질, 소비자 후기에 더 관심을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브랜드가 러시아 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Kseniya /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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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 중 66.5%,
한국 사람들 피부는 건강하다고 생각
러시아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들의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4.3%,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집계돼 전체 응답자의
66.5%가 ‘한국 사람들의 피부는 건강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응답자의 72.1%가 한국인의
피부를 건강해 보인다고 여겨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다음으로
10대가 63.5%, 30대 67.3%, 10대 60.0%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10대와 2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피부를 건강해 보인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나 러시아 현지 젊은 층에서 한국인의 피부 건강과
관리법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3] 한국 사람들의 피부는 건강해보인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69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한국인 피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 관련 제품 수요로 이어져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한국 스킨케어 구매
⦁메이크업 화장품은 베이스 메이크업에서 한국 브랜드 선호도 높아
러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의 메이크업 스타일과
관련해 피부 결이나 피부 톤 표현 방법을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1.3%가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을 구입해 본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피부 본연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래프 4] 러시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한국 메이크업 스타일과 영역 & 구매 경험 한국 화장품 종류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메이크업 스타일 선호 응답자 178명 / 한국 화장품 구매 경험자 115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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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화장품 대표 오프라인 판매채널 레뚜알(L’Etoile),
한국 모델 피부 홍보 이미지로 구성해, 한국 화장품 매대 운영
러시아 최대 화장품 유통회사인 레뚜알(L’etoile)에는 한국 브랜드 10여 개가
입점해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레뚜알은 러시아 현지에 1,000여 개에
달하는 매장을 운영 중인데, 이미 모든 매장에 한국 화장품 매대를 갖추고
최근에는 한국 모델을 대표 홍보 이미지로 선보였다.
레뚜알은 러시아지역 1위, 세계 3위 규모의 화장품 유통채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280여 도시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러시아 현지 뷰티
시장에서 지난 몇 년간 한국 화장품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자 대형
화장품 유통회사들이 이러한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한국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나 매대를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레뚜알과 같은 뷰티 전문점과 드럭스토어가
급증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발달하고 있어 향후 이들 기업이 러시아
현지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 러시아 현지 매장조사

출처 : 레뚜알(L’Eto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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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디 브랜드 두 번째 성장요소 ‘독특한 제품 컨셉’

⦁간결한 컨셉, 밝은 컨셉, 캐릭터형 컨셉 등 다양한 컨셉 내세워
⦁특별한 컨셉 내세워 내용물에 대한 궁금증 자아내기도
한국의 인디 화장품 브랜드가 러시아 현지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독특한 컨셉을 빼놓을 수 없다. 뷰티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대기업 브랜드를 주로 소비하던 것과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가
현대사회의 소비 주도층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인디 화장품 브랜드의
니치 전략이 돋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러시아 현지 뷰티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른 한국 인디 브랜드는
차별화된 컨셉으로 K뷰티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
뷰티시장을

무대로

유통채널이

다양해진 만큼

남다른

아이디어로

간결하거나 또는 밝은 이미지 등 특정 컨셉을 내세운 인디 브랜드들이
이미 러시아 현지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캐릭터 컨셉 등을 내세운 브랜드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감추는 특별한 패키징은 젊은
층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 구매를 유도하는 매력 요소로 작용한다.
뷰티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디 브랜드들이 제품의 효능뿐 아니라 포장이나
컨셉 등을 지속해서 기획하고 차별화해 러시아 현지 시장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조언한다.

[Expert Interview ]

“간결한 디자인과 기업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브랜드가 인기가 좋습니
다. 캐릭터나 만화 이미지는 젊은 층에게 더욱 매력적인 요소로 다
가가고 있으며, 아시아 브랜드는 독특하면서도 눈에 잘 띕니다.”
Olesia / 뷰티 블로거

“귀여운 포장은 귀엽다라는 이미지를 넘어 제풍메 대한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저와 다른 뷰티 블로거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익숙해져있으며
아시아 브랜드가 얼마나 더 성장할지 좀 더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습니
다.”
Anastasia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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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 중 58.3%,
한국 브랜드는 각자의 컨셉이 확실하다고 응답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은 뷰티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만의 뚜렷한
컨셉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3%가 ‘한국 브랜드는
각자의 컨셉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20대 소비자의 72.3%가 한국 브랜드의 차별화된 컨셉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10대 51.9%, 40대 60%, 30대 58.6%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컨셉이 확실하다는 주장에
25.7%가 ‘매우 그렇다’고 동의한 것으로 집계돼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차별화된 제품
컨셉이 러시아 현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데다 소비자 전
연령층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6]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각자의 컨셉이 확실하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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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인디브랜드 ① 디어달리아(Dear Dahila)
⦁천연 성분 화장품의 틀을 깬 모던함과 스타일리쉬
⦁독특한 제품 컨셉으로, 레뚜알 매장 메인 매대 입점
지난 2017년 러시아 화장품 업계에 등장한 한국 인디 브랜드 디어달리아는 현지
뷰티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신흥 강자 뷰티 브랜드이다. 디어달리아는 ① 모던한
감각이 돋보이는 현대적인 디자인, ② 피부에 안전한 천연 재료, ③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 달리아 성분 등 3가지 주요 컨셉을 내세우며 인디
브랜드이지만, 러시아 현지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디어달리아 제품은 포장 디자인 및 케이스에서부터 차별화된 컨셉을 드러낸다.
대리석 스타일을 구현한 제품 디자인은 단번에 디어달리아에서 만든 제품임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한다. 베이스 쿠션과 립스틱, 립밤, 컨실러 등 주로 메이크업
제품군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스킨케어 제품만큼이나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림 2] 러시아 현지 디어달리아 매대 현황

출처 : 디어달리아(DEAR DAH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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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인디브랜드 ② 홀리카홀리카(Holika Holika)
⦁독특한 제품 디자인으로 ‘알로에 수딩젤’ 인기 향상
엔프라니의 화장품 브랜드숍 홀리카홀리카의 ‘알로에 99% 수딩젤’은 독특한 제품
디자인으로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수분 및 보습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알로에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담아낸 우수한 품질과 더불어

Olesia
/ 뷰티 블로거

“마스크나 눈 주위 패치를
사용할 때 홀리카홀리카 알로에

주성분인 알로에를 시각화한 제품 디자인이 인기몰이에 한몫했다.
이 제품은 보통 태닝이나 면도 등으로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데

베라젤을 사용합니다. 알로에

홀리카홀리카 제품은 얼굴뿐 아니라 바디와 헤어, 심지어 예민한 눈가 피부에도

젤 99%로 성분이 뛰어날 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고 끈적거리는 느낌

아니라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보습에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없이 산뜻한 사용감을 소비자들은 가장 좋아한다.

Victoria
/ 프리랜서 에디터

홀리카홀리카는 제품 출시 전까지, 유사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제품의
신선함과 청량함을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심해 제품을 출시했다. 뷰티
전문가들은 알로에 모양을 패키지로 제작해 한눈에 주성분을 알아볼 수 있
도록 한 점이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고 평가
했다.

[그림 3] 홀리카홀리카의 알로에 수딩젤 제품 이미지

출처: 홀리카홀리카의 러시아 홈페이지 (holikaholik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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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디 브랜드 세 번째 성장요소 ‘뛰어난 효능’

⦁현지 뷰티매체, 한국 화장품 가성비는 러시아에서 최고 수준”
⦁현지 전문가들, 뛰어난 품질에 가격 경쟁력까지 보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인디 화장품 브랜드를 포함한 K-뷰티 산업은
2019년 기준 103억 달러(약 12조 1,691억 원) 규모로 성장했고, 오는
2029년 최대 316억 달러(약 37조 3,3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시장 공략 비결 중의 하나
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꼽는다.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 출시한 크림
과 한국산 크림은 비슷한 효과를 지니면서도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실용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용 후기를 까다롭게 따져보는 현지
소비자들은 제품을 먼저 구입한 사람들의 리뷰를 통해 한국 화장품의 효과
를 확인하고서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현지 뷰티매체들은 “러시아인들은 검
증되지 않은 제품은 쉽게 구매하지 않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 화장품은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극찬했다.
이처럼 유럽이나 현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가 높은 러시아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가성비 전략을 앞세워 대중에게 접근해 인디 브랜드를 중심
으로 여러 성공 사례를 낳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도 “최근 몇 년 새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러시아에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pert Interview ]

“아시아 상품은 매우 다양하고 품질이 우수한 데다 저렴한 가격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Victoria / 프리랜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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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가 느끼는
한국 화장품 이미지 1위는 ‘효능이 뛰어난 제품’
러시아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를 설문 조사한
결과 ‘효능이 뛰어나다’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다. 이는 40대
연령층의 68.6%가 포함된 결과로, 이들 연령대가 한국 화장품의 효능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현지 뷰티 매장에서 다양한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대중적인 제품’(42.2%)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밖에 ‘젊은
세대의 제품’(35.4%), ‘천연 성분 제품’(35.0%), ‘독특한 제품’(26.2%) 등이
한국 화장품의 대표 이미지로 선정됐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착한 성분을
내세워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독특한 컨셉을 바탕으로 러시아 현지의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 7]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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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인디브랜드 ① 엘리자베카(Elizabecca)
⦁고농축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만든 세럼 ‘인기’
⦁빠른 효능을 중점적으로 홍보

아이패치는 수분감이 풍부해 눈
주변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보습의 절대강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카 히알루론산 세럼은 피부 수분을 강화해

Alyona

더욱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의 대표적인

/ Aromallux 매장 관리자

“현지 블로거들 사이에서

인디 화장품 브랜드인 엘리자베카는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피부에 즉시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탁월한 제품을 완성했다.

엘리자베카의 히알루론산
세럼은 이미 유명한
제품입니다.주변에서도 이

뛰어난 보습 효과를 자랑하는 이 제품은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미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대중화된 제품으로, 피부 세포의 재생 과정을 가속화하는 기능성에 측면에서

지인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로부터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Victoria
/ 뷰티 블로거

제품을 그대로 피부에 사용해도 되고, 스폰지나 퍼프를 히알루론산 세럼에 적셔
피부 고민 부위에 15-20분간 올려두면 빠른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4] 엘리자베카 히알루론산 세럼 제품 이미지

출처: 루니페라 러시아 홈페이지 (www.lunifer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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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 브랜드 지속 성장을 위한 러시아 진출 보완사항은?

⦁독특한 패키지로 초기에 주목받는 인디 브랜드
⦁러시아 시장 지속성장 위해서는 품질과 포뮬러 신경 써야
러시아 현지 시장에서 한국의 인디 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 진입
초기에는 독특한 컨셉과 패키지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변화 속도가
빠른 뷰티산업 트렌드 특성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렵게 쌓은
인지도마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한국 인디 브랜드의 경우 특히 품질 측면에서 꾸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시장 내 입지를 확장해 나가는 동시에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러시아에 한국 인디 브랜드를 포함한
다수 업체들이 현지 시장에 진입했는데, 이들 중 몇몇 업체들이 품질이
떨어지는 화장품을 오로지 한국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에 내놓아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K-뷰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에 충분히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상품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특성을 지닌 ‘까다로운
고객’에 속한다. 이들은 블로그나 SNS를 통해 제품 사용 후기를 꼼꼼하게
살피며 제품 효능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현지 전문가들은 “현지 소비자들은 제품의 생산 및 제조국가보다
품질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며 “인디 업체들은 러시아 시장 진입 시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보다 초창기부터 제품의
품질 수준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려는 자세로 성장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pert Interview ]

“한국에서 일부 품질이 떨어지는 화장품의 러시아 진출로 K-뷰티에
대한 이미지가 저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품질에 집중
하지 않고 한국산이라는 점만 강조한 것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Anna /Mimibox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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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품 유통, 한국 화장품 성장의 걸림돌
⦁유사하게 만든 모조 화장품이 한국 브랜드 이미지 추락 우려
⦁‘가짜 한국 화장품 구별법’ 등에 관한 블로그 게시글까지 등장
러시아 현지 시장에서 최근 한국 브랜드 제품과 유사하게 만든 모조품이
등장해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향후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지 블로그 게시글이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한국 화장품 모조품을
구입하지 않는 방법’, ‘가짜 한국 화장품 구별법’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모조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한국 제품의 가격보다 몇 배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실제 현지에 한국 화장품의
모조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8.7%에 달해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
한국 화장품과 유사하게 제품을 만들어진 모조품을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브랜드와
모조품을 구별하기 위해 제품명이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등의 정보가
정확히 명시돼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그래프 8] 모조 한국 화장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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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디 브랜드,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아직 높지 않은 편
⦁SNS가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
러시아 화장품 시장은 코로나 록다운 이후 회복세를 되찾고 있다. 현지
소비자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구매 후기나 SNS 인플루언서 후기를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소비자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동영상
리뷰를 시청하며 새로운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인터넷 서칭을 통해
제품 정보를 찾는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아시아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에 대해 러시아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SNS가 7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한국
드라마 시청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12.6%에
그쳐 아직까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의 활동이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로
옮겨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온라인으로 쏠린 소비자 관심이 ‘위드 코로나’
혹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인디 화장품 브랜드는 소비자 활동 변화 양상을 반영해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프 9] 아시안 뷰티 및 화장품 관련 정보 수집 채널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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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4

팬데믹 이후 유행할 메이크업 스타일
코로나19 기간 대중화된 내추럴 메이크업 강세 지속 전망
볼드한 메이크업 트렌드의 회복은 아이 메이크업부터 시작될 것
21년 하반기, 선도 브랜드 중심으로 아이홀/블루계열 메이크업 홍보
코로나19 기간 대중화된 내추럴 메이크업 트렌드가 팬데믹 이후에도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러시아 소비자의 69.0%가 볼드한 메이크업보다 내추럴 메이크업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표했으며, 현지 뷰티 전문가들 역시 대다수가 향후 내추럴
메이크업 트렌드의 우세를 예상했다. 전반적인 메이크업 스타일은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한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마스카라, 아이라
이너 등 아이 메이크업 제품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볼드한 메이크업 트렌드의 회복은 아이 메이크업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상반기 매출액이 급성장한 화장품 품목 중 대다
수는 아이 메이크업 제품이 차지하였으며, 시장을 유행시키는 선도 브랜드들은
21년 하반기부터 블루계열의 볼드한 아이홀 메이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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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기간, 러시아 메이크업 수요 특징

⦁① 베이스/아이 메이크업 수요 강화
러시아 소비자의 메이크업 고려요인 1순위는?
피부톤(32.7%), 아이메이크업(30.6%), 피부결(20.8%) 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립메이크업 수요 감소와 베이
스/아이 메이크업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고려요인 1순위를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톤이 3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이 메이
크업(30.6%), 피부결(20.8%)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립 메이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8.2%에 그쳤으며,
컨투어링은 4.5%, 블러셔는 2.9%로 나타났다.

[그래프 1] 러시아 소비자 메이크업 선호 부위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메이크업 고려요인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37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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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장품 가격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
러시아 소비자의 메이크업 제품 구매요인은?
가격(66.7%), 성분(48.5%), 가벼운 제형(38.1%) 순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경제활동의 감소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는 소비자의
메이크업 구매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러시아 소비자의 메이크업 제품 구매요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격이 66.
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성분(48.5%), 가벼운 제형(3
8.1%) 순으로 나타났다. 화이트닝, 커버력, 자외선 차단 등 효능을 고려한
다는 응답은 35.4%를 기록했으며, 브랜드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34.2%, 제조
국가(원산지)는 31.1%를 차지했다.
가격과 안전한 성분 중심의 소비 활동이 러시아 메이크업 소비요인의 중요
포인트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프 2] 러시아 소비자 메이크업 제품 구매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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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볍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스타일에 대한 선호 강화
짙은 색조 화장품은 과거 키워드, 가볍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선호
짙은 색조 화장품과 윤곽을 강조한 메이크업은 코로나19 이전 과거의 소비
키워드로, 최근 소비자들은 가볍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립스틱과 아이섀도우는 뉴트럴 계열의 누드톤 색상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피부는 가벼운 질감의 BB크림이나 CC크림 등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
러시아 현지 매장에서는 내추럴 메이크업을 강조한 모델 이미지를 만날 수
있다. 크리니크(CLINIQUE)의 ‘이븐 베터 크리니컬 세럼 파운데이션(even
better clinial serum foundation)’은 3가지 세럼을 담아 수분감 가득한 피
부와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연출해주는 제품으로, 광고 속 모델 이미지를
통해 편안한 내추럴 메이크업을 소구하고 있다.

[그림 1] 내추럴 메이크업을 강조한 크리니크 광고 이미지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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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메이크업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러시아 뷰티 데이터 19,964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Makeup

주요 키워드
강신호
비비안 사보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러시아의 ‘메이크업’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비비안 사보’, ‘맥스 팩터’, ‘마스카라’, ‘아이라이너’가 강신호로 감지되었다.

맥스 팩터

메이크업 연관 브랜드로는 비비안 사보(vivienne sabo)와 맥스 팩터(max f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actor)의 키워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러시아 메이크업 시장에서 해
당 브랜드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키워드 빈도(점유율) 면에서는 마스카라가 가장 두드러져 러시아 소비자들
에게 특히 마스카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아이라이너, 아
이섀도우, 아이브로우 키워드가 함께 확인되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착용이 길어지면서 아이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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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유행중인 러시아 메이크업 트렌드

⦁Maybelline/Mindei 발표, 코로나19 메이크업 트렌드
① 메이크업을 안한듯 한 밝은 느낌의 메이크업
② 눈과 눈썹에 초점을 맞춘 밝은 메이크업
③ 꾸밈을 위한 립스틱에서 수분공급을 위한 립밤으로
팬데믹은 메이크업 트렌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가져았으며, May
belline과 Mindei에서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러시아 메이크업 트렌드는 아
래와 같다.
① 피부는 마치 ‘메이크업을 안 한 듯한 메이크업(Makeup without Make
up)’으로 가볍고 자연스럽게 연출하며 피부에 건강한 광채를 더하는 하이
라이터와 자연스러운 색상의 블러셔를 결합해 효과를 배가시킨 메이크업
② 마스크에 가려진 입술을 강조하는 대신에 마스크 위 눈과 눈썹에 초점
을 맞춘 아이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며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
눈썹을 짙게 표현해 또렷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메이크업
③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립스틱과 립글로스의 판매가 급감했으며 꾸밈을
위한 립스틱에서 입술에 수분을 공급하는 립밤으로의 수요 전환

[그림 2] 러시아 메이크업 트렌드

출처: 닉스(NYX) 러시아 홈페이지(nyxcosmetic.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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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대중화된 '내추럴 메이크업'

⦁현지 전문가 대다수,
과거의 볼드함보다는 미니멀한 트렌드 성장이 지속될 것
⦁최근 소비층은 메이크업에 과도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전문 메이크업 매장을 방문할 것
현지 뷰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메이크업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대다수가 과거의 볼드함보다는 미니멀한 트렌드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9명의 전문가 중 8명이 미니멀 메이크업의 성장을 꼽아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특히 젊은 소비층은 메이크업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는 추세이며, 셀프 메이크업
시에는 미니멀한 내추럴 메이크업 위주로 집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메이크업 매장을 방문하는 트렌드를 언급했다.
[표 1] 현지 전문가의 미니멀 vs 볼드 향후 트렌드 전망
전문가 이름

볼드

Alyona Mizilina

“코로나19가 끝나면 본래의 메이크업

(Aromallux 매장 관리자)

스타일로 소비가 돌아설 것입니다.”

Anastasia
(뷰티 블로거)

Olesya Bolkalo
(뷰티 블로거)

Victoria Yasheva
(프리랜서 에디터)

Valeria Bocharova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Ksenia Rusanova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Marina Dzhiyanova
(Beauty Salon Darffin 슈퍼바이저)

Elena
(Oriflame 운영자)

Anna
(Mimibox 운영자)

미니멀
(-)

(-)

“미니멀리즘 소비 수요가 추진력을
얻고 있고, 더 증가할 것입니다.
(메이크업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소비층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

“미니멀리즘이 강화될 것입니다.”

(-)

“미니멀리즘이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

“미니멀리즘 소비는 강화될 것이지만,
창의적인 메이크업 스타일도
일부 소비층에서 계속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

“미니멀리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젊은 소비층은 메이크업
할애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전문적인 메이크업은
뷰티샵을 방문할 것입니다.”

(-)
(-)
(-)

“미니멀리즘 시장이
보다 성장할 것입니다.”
“내추럴한 메이크업 시장이
더 성장할 것입니다.”
“미니멀은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출처: 러시아 화장품 전문가 9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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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 중 69.0%,
볼드한 메이크업보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인기가 지속될 것이다에 동의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9%의
소비자가 ‘볼드한 메이크업보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다’에
동의를 표했다.
팬데믹 요인과 미니멀리즘 트렌드의 유행으로 기존의 볼드한 메이크업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하고 내추럴 메이크업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내추럴 메이크업의 인기에 대한 동의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10대는 62.5% 20대는 67.8%가 내추럴 메이크업의 지속적인 유행에 동의를
보였으며, 30대는 70.3%, 40대는 74.7%가 동의를 표해 30-40대에서 더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그래프 3] 볼드한 메이크업보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인가기 지속될 것이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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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내추럴 메이크업 트렌드,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대중화되기 시작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내
추럴 메이크업 붐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매해 여름 시즌에는 내추럴한 아이
메이크업이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더운 여름에는 장식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기를 꺼리면서 화려한 메이크업보다는 내추럴한 아이 메이크업이 각
광을 받았다.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고 메이크업보다는 스킨
케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확산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추럴 메
이크업을 선호하게 되었고 대중화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마스크 착용 시 제품이 묻어나거나 피부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마치
아무것도 안 바른 듯 가볍게 피부를 연출하는 베이스 메이크업과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과 눈썹을 강조해 또렷한 인상을 만드는 아이 메이크업 등
본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내추럴 메이크업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Expert Interview ]

“팬데믹으로 인해 '내추럴 메이크업'이 대중화되었습니다.”
Alyona / Aromallux 매장 관리자

“내추럴한 아이 메이크업이 여름 시즌에 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장식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꺼립니다.”
Victoria / 뷰티 블로거

“코로나19 이전부터 내추럴 메이크업 붐이 있었고,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Valeria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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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화장품 전문매장 레뚜알(L'Etoile),
⦁내추럴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로라 메르시에' 중점 홍보
러시아의 화장품 전문매장 레뚜알(L'Etoile)은 내추럴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로라 메르시에(LAURA MERCIER)’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매장 내에는 메이크업을 안 한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깨끗하게 정돈된
피부톤을 강조한 모델 이미지와 로라 메르시에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로라 메르시에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내추럴 스킨 퍼펙터’는 스킨케어
효과와 함께 투명한 광채감이 도는 피부로 표현해주며 잡티를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제품이다. 마카다미아 오일 등 자연 유래 성분과 글리세린,
비타민 C, E 콤플렉스 등 보습 성분을 함유하여 24시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며 SPF 30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갖춰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표 2] 레뚜알 내 로라 메르시에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및
제품 사진

브랜드

제품명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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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한 메이크업 유행은 '아이 메이크업에서 시작될 것'

⦁2021년 상반기 화장품 소비, 아이 메이크업 제품 수요 급증
⦁매출 증가 Top5 품목 중 3개는 아이 메이크업,
아이라이너(138%), 아이섀도우(73%), 마스카라(64%)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구매 역시 온라인 채널로 옮
겨가고 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와일드베리(WIDEBERRIES)는 20
21년 1월부터 4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러시아 소비자들이 1년 전보다 화
장품과 향수 등을 2배 더 많이 구매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네일 제품과 아이 메이크업 제품의 수요가 급증했다. 네일 젤 폴리쉬는
180% 매출이 증가했으며 아이라이너는 138%, 아이섀도우 73%, 마스카라
64%, 립스틱은 46%가 증가했다.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고 눈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립 메이크업보다는 아이 메이크업 제품의 수요가 증가
했음을 볼 수 있다.
[그래프 4] 와일드베리 2021년 1-4월 매출 증가 Top 품목
단위 : % (매출액 증가율)

출처: RG.RU 웹사이트(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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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아이 메이크업 수요에 결정적 영향
⦁현지 화장품 매장 판매 담당자 인터뷰 결과,
속눈썹 · 마스카라 · 아이펜슬 위주로 매출액 급성장 중
러시아 현지 뷰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아이 메이크업의 수요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아이
메이크업 제품의 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립스틱과 색조 화장품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 아이 메이크업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마스카라, 아이 펜슬, 속눈썹 관련 제품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3] 현지 전문가 아이 메이크업 수요 관련 인터뷰 결과
전문가 이름
Alyona Mizilina
(Aromallux 매장 관리자)

Anastasia
(뷰티 블로거)

Olesya Bolkalo
(뷰티 블로거)

Victoria Yasheva
(프리랜서 에디터)

Valeria Bocharova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팬데믹으로 '아이 메이크업' 매출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도 '아이 메이크업'만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스크로 인해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마스카라만 사용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립스틱과 색조 화장품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아이 메이크업에만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Ksenia Rusanova

“실제 매장에서도 아이 메이크업과 관련된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영구 시술, 속눈썹, 마스카라, 아이 펜슬' 수요가 높았습니다.”

Elena
(Oriflame 운영자)
출처: 러시아 화장품 전문가 7명 인터뷰 결과 취합

93

아이 메이크업 수요_인터뷰 결과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 아이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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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한 메이크업 시장의 회복은 아이 메이크업에서 시작될 것
⦁과거 메이크업 스타일에 대한 소비 회복 기대
미니멀리즘 기반의 내추럴 메이크업 트렌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
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는 대담한(Bold)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특정 시장이
아이 메이크업에서부터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내추럴 메이크업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와 함께, 실험적인 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에 유념해야 한다고 현지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다.
본연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과 더 과감하고 밝은 이
미지를 선호하는 창의적인 소비자들, 이 두 가지 시장은 향후에도 모두 존
재할 것이며, 현재 메이크업 시장에서는 그 수요가 높은 아이 메이크업에
서부터 볼드한 메이크업의 트렌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pert Interview ]

“코로나19가 끝나면 일부 소비층은 본래의 메이크업 스타일로 소비를
변화할 것입니다. 모두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좋아하는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가 높은 아이 메이크업에서부터 이러한
소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lyona / Aromallux 매장 관리자

“미니멀리즘 소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실험적인 시도를

좋아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들과 더 밝은 이미지를 선호하는
창의적인 이들, 두 가지 시장이 모두 형성될 것입니다.”
Valeria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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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패션쇼에서 포커싱된 2022년 메이크업 트렌드,
날카로운 아이홀 메이크업 등의 볼드한 메이크업 강조
현지 패션쇼에서 주목을 받은 2022년의 메이크업 트렌드를 살펴보면
모델들은 눈꺼풀에 화살표 모양으로 컬러 라인 및 아이섀도우를 연출한
엣지있는 아이홀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쇼에서는 고양이처럼 섹시한 눈매를, 미우
미우(Miu Miu)는 대담하고 그래픽적인 요소를, 발렌티노(Valentino) 쇼에서
는 반짝거리는 글리터를 활용했다.

[그림 3] 러시아 패션쇼에서 소개된 아이메이크업 스타일

출처: 메이크업 러시아(Makeup Russia) 웹사이트(makeup.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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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화장품 전문매장 리브고쉬(Rivegauche),
닉스(NYX)의 밝은톤의 날카로운 아이홀 메이크업 주력 홍보
러시아 현지 화장품 전문매장 리브고쉬(Rivegauche)에는 메이크업 브랜드
닉스(NYX)의 아이홀 메이크업을 주력 홍보하고 있다. 옐로우, 블루, 그린,
골드, 핑크 등 밝은 색상을 과감하게 눈두덩이에 펴 바르거나 날카롭게
그래픽적으로 표현해 눈매를 강조했다.
올여름 닉스는 인기 제품인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얼티메이트 섀도우
팔레트(Professional Make Up Ultimate Shadow Palette)’에 여름 시즌에
맞는 화려한 네온 컬러와 밝은 색상들이 조합된 새로운 컬렉션을 추가로
선보였다.
고발색 매트, 광택감 있는 새틴 텍스처가 함께 구성되어 데일리 룩부터
과감한 룩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전문가급 팔레트 제품으로
소구해 아이 메이크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림 4] 리브고쉬 매장 내 닉스 아이 메이크업 이미지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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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이 메이크업 선호 브랜드, 미국 및 유럽 대다수
⦁러시아 아이 메이크업 선호 품목군은 '마스카라(Mascara)'
현지 뷰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내 인기 있는 아이 메이크업
브랜드와 제품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선호하는 브랜드의 대다수가 미국
및 유럽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매쉬박스, 메이블린, 로레알, 닉스, 비비안 사보, 맥 등을 주요 인기
브랜드로

꼽았으며,

국내

브랜드로는

에뛰드하우스와

이니스프리가

언급되었다.
선호하는 아이 메이크업 품목군은 마스카라 제품이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
8명 중 6명이 마스카라를 인기 제품으로 꼽았다. 기타 품목으로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제품을 소개했다.

[표 3] 현지 전문가 추천 인기 아이 메이크업 브랜드 및 제품
전문가 이름

인기 아이 메이크업 브랜드 및 제품

Alyona Mizilina

스매쉬박스(Smash Box) _ Cover shot eye palette

(Aromallux 매장 관리자)

Victoria

에뛰드하우스(Etude House) _ Xlash eyelashes / Mascara

(뷰티 블로거)

Anastasia

이니스프리(Innisfree) _ Microcara Mascara

(뷰티 블로거)

Olesya Bolkalo

메이블린(Maybelline) _ Mascara

(뷰티 블로거)

Victoria Yasheva
(프리랜서 에디터)

Valeria Bocharova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로레알(Loreal) _ Mascara /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_ Pencil
닉스(NYX) _ Epic Liner / 비비안 사보(Vivienne Sabo) _ Cabaret Mascara

Marina Dzhiyanova
(Beauty Salon Darffin 슈퍼바이저)

Elena
(Oriflame 운영자)
출처: 러시아 화장품 전문가 8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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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앤컬트(Smith&Cult) _ Mascara / 맥(Mac) _ Eyeliner
오리플래임(Oriflame) Eyelashes & Eyeb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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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문가 예측 메이크업 트렌드

⦁현지 전문가/뷰티매체 예측한 2022년 메이크업 트렌드
① 전반적인 메이크업 스타일은 '미니멀하고 내추럴한 누드톤'
② 아이메이크업, 여름엔 내추럴 / 가을과 겨울엔 볼륨감있게
③ 선도 브랜드 중심으로 '날카로운 아이홀 메이크업' 유행
러시아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뷰티매체 발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2022년에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메이크업 트렌드는 아래와 같다.
① 전반적인 메이크업 스타일은 미니멀하고 내추럴한 누드톤이 우세할 것
으로 보이며 립스틱과 아이섀도우 컬러는 뉴트럴 계열의 누드 색조가, 피
부는 가벼운 질감의 제품들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② 여름 시즌에는 내추럴한 아이 메이크업이, 가을과 겨울에는 좀 더 밝고
볼륨감 있는 아이 메이크업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③ 마스카라와 짙은 색상의 아이라이너를 활용해 눈매의 볼륨감을 살린 아
이 메이크업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메이크업 시장의 선도 브
랜드들도 눈두덩이에 밝은 색상을 펴 발라 날카롭게 그래픽적으로 표현하
는 아이홀 메이크업과 블루 계열의 컬러를 홍보하고 있어 관련 시장이 유
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2022년 메이크업 트렌드 참고 이미지

출처 : 메이크업 튜토리얼(makeup tutorials) 웹사이트(makeuptutoria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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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5

시카(CICA) 화장품 시장, 더 성장할 것
민감한 피부로 고민하는 러시아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시카
한국으로 대표되던 러시아 시카 화장품 시장에 글로벌 브랜드 가세
가벼운 제형의 데일리 제품과 메이크업 제품으로도 확대 기대
러시아 소비자 중에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고 느끼는 이들은 62.1%에 달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의 장기화로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이들이 늘면서 진정과
보습,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시카 성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닥터자르트(Dr. Jart)를 필두로 디올(DIOR)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시카 시장에
가세하면서 관련 제품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제형을 선호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니즈를 고려한 스킨케어 라인업 전략이 필요하며, 지성/복합
성 피부용 베이스 메이크업, 손상된 입술을 위한 립케어, 마스카라 및 아이브로
우 젤 등 아이 제품으로도 카테고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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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CICA), 러시아에서 왜 인기 있을까?

① 천연 성분과 저자극 스킨케어 선호
⦁ 스킨케어 구매 시 중요 요소 천연재료(53.9%), 저자극성(47.3%)
⦁ 특히 30대에서 저자극, 천연재료에 관심 高
시카 성분이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천연 성분과
저자극 스킨케어를 선호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특성을 꼽을 수 있다.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천연재료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3.9%를 차지했으며, 저자극성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는 응답은 47.3%를
기록했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30대에서 저자극과 천연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0대의 59.4%가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천연재료 사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으며, 52.3%는
저자극성이 중요하다고 답해 10명 중 5명 이상은 천연 성분과 저자극
스킨케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1] 스킨케어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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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원료 치유능력 신뢰도 52%, 추가 지불 의향은 29%
⦁MZ세대에서 천연 제품에 비용 지불 의향 가장 높아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의 천연화
장품에 대한 인식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천연화장
품에 함유된 식물의 치유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9%는 천연화장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일반 제품에 비해 천연화장품을 좀 더 가치 있고 비싼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Z세대의 38%, 밀레니얼 세대의 32%가
천연화장품에 추가 비용 지불 의향이 있다고 답해 MZ세대에서 천연 제품에
비용 지불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2] 러시아 소비자의 천연화장품에 대한 인식 조사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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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감성 피부, 트러블과 노화에 대한 고민 증가
⦁소비자 중 29%가 민감성 피부, 26%는 지성 피부라고 응답
⦁팬데믹 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
시카 성분이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은 민감성 피부,
트러블과 노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의 피부 특성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9%가 민감성 피부, 26%가 지성피부라고 답했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Z세대의 34%가 민감성 피부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X세대의 31%, 밀레니얼의 27%, 베이비부머 25% 순으로
나타났다. 지성피부는 MZ세대의 비중이 특히 높았으며 Z세대의 39%,
밀레니얼의 31%가 지성피부라고 답했다.
마스크 착용의 장기화로 피부가 민감해지고 트러블로 고민하는 이들이
늘면서 메이크업보다는 스킨케어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프 3] 러시아 소비자의 피부 특성 조사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102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소비자 중 60%, 노화로 인한 피부 손상을 고민으로 꼽음
⦁M세대부터 노화에 대한 고민 현저히 증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피부 손상 요인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피로/수면 부족이 64%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스트레스와
바쁜 생활방식이 61%를 기록했다. 해당 요인은 전 연령대에서 대체로 모두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특히 MZ세대와 X세대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한편, 러시아 소비자의 60%는 노화로 인한 피부 손상을 고민으로 꼽았으며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Z세대 21%, 밀레니얼 50%, X세대 81%,
베이비부머 세대가 88%를 기록해 밀레니얼 세대부터 노화에 대한 고민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프 4] 러시아 소비자의 피부 손상 요인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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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자극, 트러블, 노화 관련 천연 성분으로 주목받는 시카
⦁피부 진정과 보습, 여드름에 효과
⦁주름, 기미, 색소침착 등 안티에이징 효과
시카 성분이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세 번째 요인은 저자극, 트러블,
노화 관련 천연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뷰티 전문가들은 시카 성분이 피부 진정과 보습, 여드름 케어
효과뿐만 아니라 주름, 기미, 색소침착 등 안티에이징에도 효과가 있는
천연 성분이라고 평가했다.
시카 성분의 피부 치유와 회복 효과를 언급하며 손상된 피부와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여드름 흔적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했다.
또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생성하여 주름, 기미, 색소침착 등 다양한
노화 징후를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성분으로도 주목했다.

[Expert Interview ]

“개인적으로 시카(CICA) 성분이 피부회복에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 자국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시기에 자주 사용합니다.”
Kseniya /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시카(CICA) 성분은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생성하여 ‘주름, 여드름,
기미, 색소침착’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Alyona / Aromallux 매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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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영양 외에도 피부 장벽 강화와 재생 효과 기대
⦁시카 성분 기대효과로는,
보습/영양(63.3%) & 피부 장벽 강화/회복 순(51.0%)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시카 성분에 기대하는 스킨케어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습/영양이 63.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피부 장벽
강화/회복 51.0%, 피부 보호 42.9% 순으로 기록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시카 성분에 대해 기본적인 보습/영양 외에도 피부 장벽
강화와 재생 효과를 함께 기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에서는 20-30대에서 특히 보습/영양, 피부 장벽 강화/회복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5] 러시아 소비자가 시카 성분에 기대하는 효과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시카 성분에 대한 인지를 보유한 4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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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6] 시카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러시아 뷰티 데이터 19,964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Cica

주요 키워드
강신호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러시아의 시카(Cica) 성분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

에르보리앙

시카 추출물

과 ‘에르보리앙’이 강신호로 감지되었으며, ‘시카 추출물’과 ‘시카’가 약신호

시카

로 감지되었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는 ‘시카 추출물’이 가장 두드러지게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시카 성분 관련 뷰티 브랜드로 에르보리앙(ERBORIAN)과 닥터자
르트(Dr.Jart), 디올(DIOR)이 확인되어 러시아 시카 화장품 시장에서 해당
브랜드의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명품 브랜드 디올이 키워드 빈도(점유율)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센텔라아시아티카 추출물이 함유된 바디&페이스용 ‘시카 리커버 밤(Cica R
ecover Balm)’ 제품을 선보이면서 러시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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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 성분, 언제까지 성장할까?

⦁민감성, 트러블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 위주로 사용
⦁안전성 높아,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
⦁시카, 오랫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
시카 성분의 제품은 민감성 피부 및 트러블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안전성이 높아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성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 현지의 뷰티 전문가들은 시카 성분이 피부의 힘을 강화하면서 자극
없이 부드럽게 케어하여 알러지 유발 우려가 적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
이상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소비자들이 시카 성분을 알게 되었고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민감성 피부로 고민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오랫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pert Interview ]

“시카 성분은 민감성 피부의 강화 및 관리에 이상적입니다. 피부에 좋은
효과로 인하여 저 자신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Olesia / 뷰티 블로거

“시카 추출물은 알러지 반응이 메우 낮습니다. 어떠한 피부 유형에도 잘
맞고, 피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Victoria(A) / 뷰티 블로거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시카 성분을 알게 되었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Victoria(B) / 프리랜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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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를 들어본 적 있거나 사용해 본 경험 29.6%
⦁시카 성분 화장품 사용 의향 73.2%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시카 성분 화장품의 사용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9.6%는 시카 성분을 들어본 적 있거나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4%는 시카 성분을 들어본 적 있고 사용 경험도
있다고 답했으며, 20.2%는 시카 성분을 알고는 있으나 관련 제품은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시카 성분 화장품을 사용해본 경험은 20-30대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13.8%, 30대의 10.3%가 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카 성분을 알고는 있으나 사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시카
성분 화장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3.2%가 긍정적인 사용
의사를 보였으며 30대의 90.9%, 20대 83.3%가 사용 의사가 있다고 답해
20-30대의 사용 의향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래프 7/8] 시카 성분 화장품 사용 경험 & 향후 시카 성분 화장품 사용 의사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시카 성분 설문 응답자 203명 / 시카 성분 인지 보유자 4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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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 성분 인기, 한국 브랜드가 주도

⦁K뷰티 인기를 타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상승
⦁알려지지 않은 화장품 브랜드 구매 의향 국가 2위 한국
⦁전 세계 K-뷰티의 인기 순위에서 러시아는 10위
러시아 시장에서도 K-뷰티의 인기를 타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화장품
브랜드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에 이어 2위를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ustomer's
interest balance in unknown

차지했다.

cosmetics brands, 2021

전 세계 K-뷰티 인기 순위에서는 러시아가 10위를 기록했다. 1위
말레이시아, 2위 인도네시아, 3위 베트남, 4위 남아프리카공화국, 5위 중국,
6위 대만, 7위 태국, 8위 인도, 9위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러시아
시장에서도 K-뷰티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프 9] 전 세계 K뷰티 인기 순위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Popularity of South Korean beauty products(K-뷰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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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 자연친화적 성분으로 인정받아
⦁한국 화장품 긍정적 이미지는 제품 효과 및 우수한 품질
(61.4%),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31.3%)
⦁자연친화적인 성분의 화장품으로 긍정적 이미지 형성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러시아 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요소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제품의 효과 및 우수한 품질이 6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31.3%),
제품의 자연 친화적인 성분(23.6%), 주변 사람들의 좋은 평판(23.6%)
순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은 자연 친화적인 성분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력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는 시카 성분 화장품은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 요소를 반영하여 자연 친화적이면서 피부 개선 효과가
좋은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러시아 시장에서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프 10] 러시아 내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요소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Main positive aspects for consumer's impression on Korean beauty produc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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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터뷰

“러시아에서는 K-뷰티 부문
CICA의 인기가 닥터자르트를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닥터자르트 시카 선두주자로 시장 리드
⦁민감성 피부를 위한 크림, 토너, 페이셜 마스크 제공
⦁슬리핑 마스크로 시카 제품 차별화

불러왔습니다. 트러블 피부에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더모 코스메틱 닥터자르트(Dr. Jart)는 시카 화장품 선두주자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Anna
/ Mimibox 운영자

대표 제품인 ‘시카페어 크림(Cicapair cream)’은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손상된 민감성 피부를 집중 회복시켜주는 제품이다. 마데카소사이드 함유량
5,000ppm의 고농축 병풀 성분과 그린 리페어 허브 성분이 손상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휴먼 스킨 마이크로 바이옴에서 유래된 독자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생태계를 개선하고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해준다.
크림 외에 토너, 세럼, 페이셜 마스크, 클렌징폼 등 다양한 품목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한 피부에 진정 및 보습효과를
부여하는 슬리핑 마스크 ‘시카페어 슬리페어 앰플 인 마스크(Cicapair
Sleepair Ampoule-in Mask)’로 시카 제품의 차별화를 부여했다.

[표 1] 닥터자르트 시카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및
제품 사진

라인명
품목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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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글로벌 브랜드까지 진출하기 시작한 시카 시장

⦁아직까지 제한적인 러시아 시카 화장품 종류
⦁글로벌 브랜드 가세로, 라인업 점차 확장될 것으로 전망
러시아 시장은 아직까지는 시카 제품의 종류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 시카
성분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는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해본
화장품 종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크림과 세럼/에센스, 시트 마스크 위주로
사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 크림이 6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나이트 크림이
57.9%, 세럼/에센스 47.4%, 시트 마스크 42.1% 순으로 나타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인 크림과 세럼, 간편하게 부담 없이 체험해볼 수 있는 시트 마스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러 글로벌 브랜드들이 시카 성분 화장품을 출시하며 시장에 가세하고 있어
제품 라인업 및 품목 다양성은 점차 확장될 전망이다.

[그래프 11] 사용 경험 시카 성분 화장품 종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시카 성분 화장품 사용 경험 있는 러시아 거주 소비자 1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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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시카팜 등 한국 브랜드도 경쟁 가세
⦁토니모리, 미네랄 오일과 동물 유래 성분 배제 강조
⦁시카팜은 리커버리, 메디팜은 주름개선 효과에 주력
토니모리, 팜스테이 시카팜 등 여러 한국 브랜드들도 경쟁주자로 나서며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토니모리(TONYMOLY)는 ‘더마 마스터 랩
시카’ 라인을 출시해 토너, 에멀전, 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마데카소사이드,
병풀추출물, 마데카식애씨드,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애씨드 5가지로
구성된 시카 콤플렉스가 피부 고민을 완화시켜주며, 미네랄 오일과 동물
유래 성분을 배제한 제품임을 강조한다.
명인화장품 대표 브랜드 팜스테이(Farm Stay)의 ‘시카팜 리커버리 앰플’은
뛰어난 피부 회복력을 가진 고농축 그린 앰플로 소구하며 손상 피부의
리커버리 효과를 어필하고 있다.
웰코스(WELCOS)의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팜(MEDIPAM)의 ‘그린
플러스 크림 진정 시카 투엑스’는 수분 공급 및 진정은 물론 주름 개선
효과까지 한 번에 관리 가능한 기능성 크림으로 홍보하고 있다

[표 2] 러시아 현지 매장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및
제품 사진

브랜드

토니모리

팜스테이 시카팜

메디팜

(TONYMOLY)

(Farm Stay CICA FARM)

(MEDIPAM)

더마 마스터 랩
제품명

시카 토너, 에멀전, 크림

리커버리 앰플

진정 시카 투엑스

(Derma Master Lab.

(Recovery Ampoule)

(Green Plus Cream

Cica Toner, Emulsion, Cream)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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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 캐모마일 추출물 함유 바디&페이스용
시카 리커버 밤 선보여
⦁합성 향료 배제한 제형과 피부에 가까운 pH로 편안함 강조
글로벌 명품 브랜드 디올(DIOR)도 캐모마일 추출물이 함유된 바디&페이스용
‘시카 리커버 밤(Cica Recover Balm)’을 출시했다.
급격한 온도 변화, 건조한 실내 공기 등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격적인 환경 조건에서 민감한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제품으로, 캐모마일과
센텔라아시아티카 추출물 등 91%의 천연 성분이 피부의 자연 재생을 활성화한다.
불쾌한 끈적임이 없는 밤 타입의 제형으로, 합성 향료를 배제한 처방과 인체
피부의 자연적인 균형에 가까운 pH를 적용해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품 패키지에는 최초의 디올 스킨케어 제품이 출시된 연도인 1967년을
부각시키고 순결을 나타내는 화이트 색상 튜브에 균형과 조화의 상징인 크리스찬
디올의 타원형 메달 디자인을 담아 브랜드 DNA를 반영했다.

[그림 1] 디올 시카 리커버 밤 제품 및 매대 이미지

출처: 엘르(ELLE) 러시아 웹사이트 (elle.ru) 및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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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아쥬는 립밤, 키엘은 페이셜 클렌저
⦁에르보리앙, 클렌징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다양화
프랑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유리아쥬(URIAGE)는 시카 립밤과 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배리어덤 시카 레브르 시카 립스 프로텍팅 밤(Bariederm
Cica Levres Cica Lips Protecting Balm)’은 메마르고 거칠어진 입술을
촉촉하게 케어해주는 SOS 립밤으로, 입술에 수분 보호막을 생성해
촉촉함을 오랜 시간 유지시켜준다.
키엘(KIEHL'S)은 센텔라아시아티카 추출물이 함유된 페이셜 클렌저와
크림을 판매 중이다. ‘센텔라 센서티브 페이셜 클렌저(Centella Sensitive
Facial Cleanser)’는 민감성 피부를 위한 세안제로, 향료와 파라벤, 알코올,
계면활성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아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면서 노폐물과
피지를 부드럽게 씻어낸다.
에르보리앙(ERBORIAN)은 클렌징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품목을 보다
다양화했다.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센텔라 클렌징 젤,
클렌징 오일과 안색 개선 및 보습을 위한 CC크림, 다크서클과 주름을
케어하는 CC아이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표 3] 러시아 현지 매장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및
제품 사진

브랜드

품목

유리아쥬

키엘

에르보리앙

(URIAGE)

(KIEHL'S)

(ERBORIAN)

립밤, 크림

페이셜 클렌저, 크림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및 부로(Buro) 러시아 웹사이트(buro247.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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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장기적 성장세 전망, 20-30대 공략 필요

⦁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성분으로, 장기적인 성장 전망
⦁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고 느끼는 소비자 62.1%에 달해
⦁ 새로운 제품 사용을 즐기는 20-30대가 잠재 타겟
러시아 뷰티 전문가들은 시카 성분의 긍정적인 피부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
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역시 높아 향후 시장에서 인기가 더욱 높아질 거라
며 장기적인 성장세를 예견했다. 자극 완화 및 보습, 안티에이징과 같은 유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 전망하며
특히 문제성 피부를 가진 소비자들의 수요에 주목했다.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민감성 피부와 저항성 피부 중에 자신의
피부가 어느 타입에 가까운지 조사한 결과, 62.1%가 자신의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고 답해 시카 화장품의 높은 성장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 소비자의 54.1%가 새로운 제품이나 성분을 즐겨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20대(56.2%)와 30대(60.2%)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신성분에
대한 관심과 수용도가 높은 20-30대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프 12] 러시아 소비자의 새로운 제품 및 성분 사용 선호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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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케어 및 메이크업 카테고리로 확장 기회 노려야

⦁ 사용 희망하는 시카 화장품은 ‘세럼/에센스, 크림, 로션’
⦁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으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가벼운 제형 선호
러시아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사용을 희망하는 시카
성분 화장품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럼/에센스가 61.2%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로션(59.2%)/나이트 크림(59.2%), 데이 크림(46.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세럼/에센스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20대의 77.8%, 30대의 70.6%가 세럼/에센스 유형의 시카 성분 화장품
사용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제형의 시카 화장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스킨케어 라인업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프 13] 사용 희망 시카 성분 화장품 종류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시카 성분에 대한 인지를 보유한 4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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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과 복합성 피부용 메이크업 제품이 부족한 편
⦁시카 성분을 활용한 메이크업 제품은 기초 제품이 가장 적합
⦁립밤이나 립글로스 제품, 눈썹 연장이나 펌 효과가 있는
마스카라, 젤과 같은 아이 제품도 추가 고려 가능
현지 뷰티 전문가는 러시아 내 시카 화장품 시장에는 지성과 복합성 피부용
메이크업 제품이 부족한 편이라고 언급하며 합리적인 중간 가격대로 시카
의 장점과 매트한 마무리감을 접목한 메이크업 제품을 추천했다. 또한, 시
카 성분의 치유력을 반영하여 광노화로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고 보호해
주는 효과를 강조한 자외선 차단제와 피부톤을 개선하면서 스킨케어 효과
를 겸비한 톤업크림, BB크림, CC크림도 인기를 끌 것이라 전망했다.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뿐만 아니라, 손상된 입술을 케어해주는 립밤이나
립글로스, 눈썹 연장이나 펌 효과가 있는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젤 등
아이 제품으로 카테고리 확장도 고려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pert Interview ]

“러시아에서는 지성 및 복합성 피부를 위한 메이크업 제품이 매우
부족합니다. 중간 가격대로 시카의 장점과 매트한 마무리감을 접목한
메이크업 제품을 출시한다면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Anna / Mimibox 운영자

“시카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 톤업 크림, 쿠션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Victoria(A) / 뷰티 블로거

“BB나 CC크림처럼 피부톤을 쉽게 맞춰주고 케어해주는 전용 틴트
제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썹 연장 효과가 있는 마스카라
또는 라미네이션 효과가 있는 눈썹 젤과 같은 아이 제품도 추천합니다.”
Kseniya /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프라이머에 시카 성분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파우더, 픽서,
컨실러 등 모든 페이스 제품에 시카 성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Valeria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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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6

마이크로바이옴, 성장할까? 실패할까?
러시아 소비자, 피부 재생 및 회복 집중 스킨케어 제품 선호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저변 확대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주목
마이크로바이옴 효능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통해 피부 재생과 회복을 기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에서 확대된 개념인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다. 스킨케어 제품의 피부 재생 기능을 중시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마이크로바
이옴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이 지닌 효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부 장벽 및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기능성 크림 등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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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이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 합성어
⦁피부 면역과 장벽 형성에 기여
⦁프로바이오틱스, 대표적인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으로 소개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
어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학의 레더버그(Lederberg) 교수와
하버드 의대의 맥크레이(McCray) 교수가 2001년 사이언스지 기고를 통해
‘인체에 존재하지만 그동안 건강이나 질병의 원인으로 간과되어 온 상재균,
공생균, 병원균 등 모든 미생물의 총합’이라 정의했다.
화장품 전문가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원료에 주목해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Skin microbiome)’을 발견했다. 장(腸)과는 달리 피부는 공기에 노출돼 있어
선천면역 형성(Innate immunity)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생태학적 환경에 따라
피부 표피에는 호기성 세균이 주로 서식하며 피부 조직과의 상호작용을 유
도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3)
피부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화장품 응용 분야는 주로 피부 노화(skin a
ging)와 관련이 있다. 전문가들은 피부 상재균총 중 유익균의 비율을 늘려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거나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유해균을 상
재균총 중에서 찾아내 그 비율을 낮춰 피부 증상을 완화하는 메커니즘을
가정하여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다.
주로 유산균을 소재로 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은 피부 본연의 체질 개선을
통해 건강한 피부 생태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뷰티업계는 피부 질
환의 원인이 되는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클렌저를 비롯해 토
너스킨, 에센스 세럼, 크림 등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 출처: 코스메틱인사이트 코스인 화장품칼럼(www.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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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 러시아에서 왜 인기일까?

① 피부 재생을 중시하는 러시아 소비자들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기대 효과로,
피부 광채회복 및 재생을 2순위로 꼽아
러시아는 세계 11위, 유럽 5위의 화장품 시장으로 피부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으며 가장 많이 소비되는 화장품 품목은 기초 제품이다.
평소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피부 본연의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
은 러시아 소비자들은 피부 광채를 회복하고 재생을 돕는 제품을 찾는 등 실용적인
소비 경향이 두드러진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러시아 소비자들이 피부 재생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스킨
케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테티스타에서 진행한 러
시아 거주 소비자 1,0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스킨케어 제품 사용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보습(Moisturize)’이 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 광채 회복 및
재생(Revive radiance/revitalize)’이 60%로 2위를 차지했다.

[그래프 1] 스킨케어 제품 사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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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케어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데이크림과 나이트크림
⦁데이크림, 나이트크림 매일 사용하는 소비자 각각 65%, 57%
스테티스타(Statista) 설문조사 진행 결과,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킨케어 및 클렌징 품목 2가지는 데이크림(Day
cream)이 62%로 가장 많았고 나이트크림(Night cream)이 46%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데이크림과 나이트크림을 매일 사용하는 소비자는 각각 65%, 57%로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품목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데이크림 선호도는 58세 이상 소비자들이 73%로 가장 많았고, 나이트크림
역시 58세 이상 소비자의 선호도가 6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러시아의 인구 구조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며, 피부 재생이나 영양
공급, 고보습 등의 기능을 갖춘 기초제품에 대한 50-60대 여성들의 수요가

출처 : 스태티스타 (Statista)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제품 중에서도 보습이나 광택, 재생 등 즉각
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이크림이나 나이트크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
기를 얻고 있다.

[그래프 2] 가장 선호하는 스킨케어 및 클렌징 제품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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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팬데믹 기간 면역에 대한 관심 급증
⦁피부 면역 향상하기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에도 관심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최근 마스크 착용에 따른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피부 진정과 재생 효과가 뛰어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 일상화로 볼과 입 주변의 트러블이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부 재생은 물론 피부 자체의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이다.
러시아 소비층은 끊임없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피부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피부 자체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
품에 특히 관심을 보인다. 이에 화장품 기업들은, 외부 환경으로 인한 자극
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 면역력 강화를 위한 미
생물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접목한 화장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유전자 기술을 접목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유산균 섭취로 장내 환경을 개선
하는 것처럼 유익한 미생물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고 질병을 예
방하는 역할을 하며, 관련 유효 성분은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피부 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이외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은 아토피나 여드름성 피부를 비롯한 민감성
피부 건강 개선에도 장점이 있으며,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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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은 민감한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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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염, 오염된 공기,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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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트러블 극복에 도움이 되는 마이크로바이옴
⦁오염된 공기, 흡연, 스트레스를 자주 받아
면역력이 저하된 소비자들에게 필요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대도시에

외부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피부는 미세먼지나 자외선 등에 자주 노출되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제품입니다.
미용 시술 후 피부재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수요가
있습니다.”

피부 컨디션이 떨어져 각종 트러블을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피부가 건조하면 장벽이 무너져 균형을 잃고 이는 과다 피지, 각질 등 트
러블과 직결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

Victoria
/프리랜서 에디터

피부에 서식하는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무너지면 피부 장벽도
쉽게 무너진다. 마이크로바이옴 스킨케어는 피부 자생력 강화에 탁월한 효
능을 지니고 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형성해 외부 자극에 쉽게 손상되
지 않는 기초 환경을 조성하는 원리다. 피부 스스로 힘을 키워 외부 자극
과 ‘싸우는’ 힘을 길러준다.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은 유산균 성분을 사용해 피부 본연의 자생력을 깨
워 피부 속 탄력을 채우고 탄탄하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선사한다. 외부 오
염된 공기와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자극받아 면역력이 떨어진 피부를 개
선해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 1] 마이크로바이옴을 함유한 페이셜 크림 및 아이크림 제품 이미지

출처: 메이탄(MeiTan) 홈페이지 (meitan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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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피부 장벽 강화/회복(55.4%)에 대한 기대 가장 높아
⦁다음으로 보습/영양(47.8%), 피부 트러블 예방(42.4%)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등 마
이크로바이옴 화장품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4%가 피부 장벽 강화 및 회복 기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부 보습 및 영양 47.8%,, 피부 트러블 예방 42.4%,
피부 보호 37.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별 세부 응답 결과에서는 20-40대 연령대에서 모두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에 기대하는 효과 1순위로 피부 장벽 강화 및 회복을 꼽았다. 특히 피부
장벽 강화와 회복을 기대한다는 응답률이 40대 72.2%, 30대 54.3%를 차
지해 10대/20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10대 소비자들은
피부 장벽 강화 및 회복만큼이나 피부 트러블 예방(55.6%)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3]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사용 기대효과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마이크로바이옴 사용 경험자 및 사용 의향 보유 대상자 92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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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러시아 뷰티 데이터 19,964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Microbiome

주요 키워드
강신호

약신호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바이오틱스
알러지

빅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러시아의 급성장 키워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마
이크로바이옴’, ‘알러지’가 강신호로 감지됐으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약신
호로 나타났다.
키워드 성장률 측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뚜렷한 강점을 보여 러시아 소
비층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성장률 영역에서 ‘알러지’도 눈에 띄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알러지 진정
효과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포스트바이오틱스’ 등의 키워드가 급성장하고 있어 관련 성분에 대한
수요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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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누가 사용하고 있을까?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거나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73.7%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사용해본 소비자, 30-40대가 많아
러시아는 외모와 피부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세계 주요 화장품 시장으
로 분류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다 피부 건
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러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사용 경험 설문 결과에서는,
사용해 본 적이 있거나 혹은 경험이 없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7%에 달했다. 세부 분석을 통해 3040대 연령층에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소비자의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써본 경험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피부 장벽 강화와 회복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프 5]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사용 경험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마이크로바이옴 성분 설문 응답자 20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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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 사용경험, 나이트크림 > 데이크림 > 세럼/에센스
⦁피부광채 회복 및 재생 중시, 고기능성 크림 카테고리 수요 높아
최근 러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스킨케어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피부
광채 회복과 재생 기능을 갖춘 화장품이 주요 소비 품목으로 꼽히며 현지
뷰티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현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러시아 소비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경험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나이트크림, 데이크림, 세럼
/에센스 순으로 사용 경험율이 높았으며, 나이트크림의 경우 20/30/40대
등 모든 연령대에서 사용 경험이 가장 높은 제품군으로 조사됐다.
피부 결점을 가려주거나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보다 세정이나 보호 등 피부
자체의 건강관리를 중시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래프 6] 사용해본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종류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마이크로바이옴 사용 경험자 5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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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 피부 시술 후 재생 치료 목적으로 활용
⦁대중에 효능 알려지면서 점차 인기 높아질 것으로 예상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피부질환 치료 전후 ‘골든 타임’에 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이다. 손상된 피부의
재생 속도는 진피 속 세포외기질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부
면역 강화에 탁월한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이 피부 장벽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프로바이오틱스와 마이크로바이옴은 특히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유발
하는 가려운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 러시아 현지에서도 아토피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산균 배양 성분인 비피다발 효용해물로 만든 ‘벤튼 퍼머테이션 에센스(Benton
Fermentation Essence)’는 무너진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바로 잡아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광채 형성에 우수한 기능을 지닌 제품이다. 네오젠의 리얼 퍼멘트
마이크로 세럼(Neogen Real Ferment Micro Serum)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발효
성분이 포함돼 있어 피부장벽 강화와 피부 탄력 증가에 도움을 준다.
뷰티 전문가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련 제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고, 그 효능이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지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xpert Interview ]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된

화장품은

무너진

피부

밸런스와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에게
권장되고 있으며, 특히 필링 시술 전/후 이용에 추천되고 있습니다.”
Victoria / 뷰티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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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브랜드, 마이크로바이옴에 지속 투자

⦁랑콤, 어드밴스드 제니피끄 출시로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창출
⦁7가지 성분으로, 피부 장벽 · 탄력 · 주름 · 광채에 효과
세계 화장품 1위 기업인 로레알그룹은 러시아의 마이크로바이옴 전성시대
시장 성장을 이끈 주역이다. 로레알은 지난 16여 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
이라고 밝혔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9월 ‘어드밴스드 제니피끄’를
출시했다.
7가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추출물로 만든 이 제품은 피부 장
벽과 탄력을 강화하고 피부결 매끈함, 광채 등에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단
1회 사용만으로도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랑콤 측의
설명이다.
이후에도 비피다발효용해물과 효모추출물, 락토바실러스 발효물을 사용한
랑콤만의 기술로 ‘제네피끄 프로바이오틱스 아이&래쉬 세럼’, ‘제니피끄 센시
티브 하이드로겔 듀얼 멜팅 마스크’, ‘뉴 어드밴스드 제니피끄 아이크림’ 등
관련 제품을 지속해서 출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유
지하고 있.

[그림 2] 랑콤 어드밴스드 제니피끄 제품 이미지

출처: 랑콤(LANCOME) 러시아 홈페이지(lancom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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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로슈포제(La Roche-Posay)의 똘러리앙,
프리바이오틱 포뮬러의 피부미생물 군집조절 기능 강조
리피카라인 등 특허 활성 성분이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
지난 1975년 피부전문가들의 연구로 탄생한 더모코스메틱 브랜드 라로슈포제(La
Roche-Posay)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진출해 각종 피부 고민에 적합한 솔루션과
스킨케어 제품을 제안하고 있다.
각 효능에 필요한 성분을 최적의 비율로 구성한 대표상품인 라로슈포제 똘러리앙
(Toleriane)은 프리바이오틱 포뮬러의 피부 미생물 군집 조절 기능을 강조한 민감
피부용 제품이다. 건성 피부용 라인 리피카(Lipikar)는 라로슈포제 특허 성분인 AP
(아쿠아포제 필리포미스)와 뉴마이크로에실 성분의 조합으로 완성된 것으로, 피부
영양 밸런스를 유지하는 동시에 건조하고 약해진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지니고 있다.
라로슈포제의 의료전문가 에카테리나 도브리드네바((Ekaterina Dobrydneva)는
러시아 소셜 포스팅 사이트 ‘NEW SHAPE’를 통해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피부 보호 장벽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박테리아는 피부의 면역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자극하고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킨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포함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항산화, 항
균 및 면역 반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 2] 라로슈포제 대표제품 라인 소비자 구매후기 이미지
구분

내용

제품 사진

제품명

똘러리앙

출처: 아이리코멘드(Irecommend) 홈페이지(irecommen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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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글로우(Glamglow),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페이셜 마스크 선보여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케어와 피부 장벽에 도움 홍보
마스크 트리트먼트 브랜드 글램글로우(Glamglow)는 마이크로바이옴 수요
증가에 따라 ‘베리글로우 프로바이오틱 리커버리 마스크’를 출시해, 러시아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시오프 타입의 마스크 팩인 이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히알루론산, 호호바 오일 등을 함유해 피부 탄력을
향상시키며 수분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항상화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인 베리 블렌드아 함께 비트, 히비스커스
등이 포함돼 있어 피부에 영양을 빠르게 공급해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며, 칙칙하고 고르지 않은 피부톤 회복 등을 주요 홍보
키워드로 활용하고 있다.

[표 3] 러시아 메트로폴릿몰에서 입점한 글램글로우(Glamglow)
구분

내용

매대 사진

매장명

모스크바 메트로폴리스몰

출처: 현지 매장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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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 러시아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파고들어

⦁러시아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시장, 25개국 중 5위
⦁전문가들 주요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으로 한국 브랜드 꼽아
글로벌 컨설팅기관인 루미나 인텔리전스(Lumina Intelligence)가 세계 25개국
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 제품 보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러시
아는 총 25개 품목을 보유해 호주(31개), 캐나다(29개), 미국(26개), 중국(2
5개)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피부 수분공급과 노화 방지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스킨케어 제
품뿐만 아니라 여드름, 습진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품까지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어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소비자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프리바이오틱스 화장품 시장이 2020-2030년까지 연평균 약 1
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킨케어에 활용되는 마이크
로바이옴 시장은 아직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틈새시장으로 통하지만, 아
시아 특히 한국에서는 스킨케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인식이 60%이상으로
비교적 그 개념이나 효능에 대해 어느 정도 알려진 단계로 파악된다.
특히 한국 브랜드의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리뷰는 앞서 25
개국 중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제품의 우수성까지 입증
되고 있다.

[Expert Interview ]

“러시아의 대표적인 마이크바이옴 제품으로는 한국의 네오젠의 리얼
퍼멘트 마이크로 세럼이 있습니다.”
Victoria / 뷰티 블로거

“러시아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오 제품으로 한국산인 벤튼의
에센스와 네오젠의 세럼이 있습니다.”
Anna Konishcheva / Mimibox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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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젠(Neogen) 비피다발효용해물, 피부보습/톤업/장벽에 효과
⦁벤튼(Benton) 갈락토미세스 발효여과물/비피다발효용해물,
피부 보호 및 탄력 강화
화장품 전문기업 아우딘퓨쳐서(Outin)는 자사브랜드 네오젠의 ‘리얼 퍼멘트
마이크로 에센스’를 선보이며 러시아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세안 후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피부 깊숙이 유효성분을 전달하기
위해 비피다발효용해물 등 자연발효수 93%로 구성돼 있다. 수분 공급과 보습
강화로 피부 장벽 및 컨디션을 개선하고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제품은 미국 내 K-뷰티를 주도하는 글로벌 뷰티 셀렉트숍인 소코글램(So
koGlam)으로부터 ‘2018 베스트 오브 K-뷰티 어워드’를 수상했다.
뷰티 브랜드 벤튼(BENTON)은 피부 집중 케어에 효과적인 ‘퍼먼테이션 라인’을
소개했다. 비피다발효용해물,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이라는 두 가지 프리미엄
발효성분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유산균인 비피더스균에서 유래된 비피다발효용해물은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지녔다. 특히 갈락토미세스발효여과물과의
조합으로 피부 흡수력과 영양 공급 측면에서 시너지를 발휘해 피부 광채를
부여하고 주름 개선에도 도움된다.

[그림 3] 벤튼 퍼먼테이션 에센스 & 네오젠 리얼 퍼멘트 마이크로 세럼 제품 이미지

출처: 벤튼 홈페이지 (www.bentoncosmetic.com) / 네오젠 홈페이지 (display.musi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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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앞으로 남은 과제는?

⦁마이크로바이옴 인지하나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 비중 46.9%
⦁주요 비구매의향 원인은 낮은 인지도와 확실하지 않은 효과
⦁마이크로크로바이옴 화장품 효능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러시아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사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9%가 마이크로화장품에 대해 알고
있지만 경험해본 적이 없어 향후 사용해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러시아 설문조사 결과

연령별 세부 결과에 따르면 30대와 40대에서 사용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51.6%, 5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0대 소비자들은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6.3%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았다.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 9명에 6명은 ‘낮은
인지도’와 ‘확실하지 않은 효과’를 이유로 꼽았다. 이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래프 7]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사용 의향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마이크로바이옴 미사용자 9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135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전문가들, 마이크로바이옴 두고 미래 성장 가능성 의견 분분
⦁현지 신기술에 반색 vs 유전공학 기반이라 이해하기 난해
⦁소비자 이해 쉽고 매력 느낄만한 소구 포인트 발굴 필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화장품 트렌드가 점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빅테이터를 토대로 한 다양한 제품군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뷰티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
으로 등장한 새로운 연구 기술 개발을 반기는 분위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기술인
만큼 일반 대중의 인식을 넓히고 이해시키기에 난해하다고 주장한다. 마이
크로바이옴의 과학기술 영역 핵심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에 대한 매력을 느낄 만한 소구 포인트를 발굴해 나
가는 것이 남은 과제다.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도록 소비자 분석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며, 피부 장벽 강화와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 소비자를 타켓팅한 제품 개발과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Expert Interview ]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된 화장품은 무너진 피부 밸
런스와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에게 권장
되고 있으며, 특히 필링 시술 전/후 이용에 추천되고 있습니다.
Victoria / 뷰티 블로거

“화장품 업계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
며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Valeria Bocharova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든 소비자가 매력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전 공학
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끌리는 소비자도 있지만, 거부감을 느
끼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Elena Maistrova / Oriflame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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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강화 및 재생 기반, 안티에이징 제품군으로 전문화 필요

⦁피부 장벽과 면역력 강화 기능 전면에 내세워야
⦁러시아 전문가들, 안티에이징 기능성 크림, 에센스 추천
⦁아이케어, 핸드케어까지 확장 가능
러시아 뷰티 전문가들은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의 주요 효능인 피부 장벽
강화와 피부 재생 효과를 내세워 안티에이징 제품군을 집중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방안을 추천했다. 마이크로바이옴만이 지닌 피부 장벽 강화와 재생을
핵심 기능으로 고기능성 안티에이징 제품 라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러시아 소비 주도층이 데이크림과 나이트크림을 자주 사용한다는 점에서
노화 방지 기능성 크림이나 에센스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 한국 마이크로
바이옴 화장품에 대한 신뢰가 높은 만큼 러시아 화장품 시장의 동향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안티에이징 기초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향후
아이케어, 핸드케어 제품 등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
으로 분석된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한류 확산에 힘입어 K-뷰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1억 명이 넘는 인구의 방대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등 인접 시장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러시아에서 한국 화장품은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피부 관리법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뛰어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과 피부
본연의 건강관리를 중시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경향을 반영한 안티에이징
기능성 크림 개발로 러시아 현지 소비 트렌드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
[표 4] 전문가들이 추천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카테고리
전문가 이름

마이크로바이옴 유망 제품군

Anastasia

노화나 트러블 피부용 크림

Olesya Bolkalo

페이스 케어 라인 크림과 세럼

Victoria Yasheva

파운데이션, cc, bb 크림

Valeria Bocharova

세럼, 크림 및 자외선 차단제

Ksenia Rusanova

안티에이징 페이스앤넥세럼, 아이케어, 핸드크림

Anna Konishcheva

에센스, 토너

출처: 러시아 화장품 전문가 6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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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

세라마이드/판테놀, 판매 영역 확대
극한의 날씨에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 상태로 고민하는 소비자들
세라마이드/판테놀, 보습 및 피부 보호 재생효과로 인기
피부장벽 회복 관심 증가 기반, 데일리 화장품으로 부상 중
춥고 건조한 기후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은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 상태로
고민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습 성분인 세라마이드와 판테놀은 탁월한 보습력
및 피부 보호, 재생 효과로 선스크린과 크림류에서 특히 인기를 얻고 있다.
피부 장벽의 회복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세라마이드와
판테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건성 피부 및 겨울 시즌용 보습 제품을 넘어
선스크린, 클렌징, 바디 제품 등 다양한 피부 타입을 위한 스킨케어 카테고리로
확장해 데일리 화장품으로 부상 중이다. 특유의 끈적이는 사용감을 보완하여
피부에 빠르게 스며드는 새로운 제형의 개발과 함께, 판테놀 성분의 의약품
이미지를 살려 보다 전문적인 저자극 고기능성의 더마 화장품 컨셉으로 영역을
확장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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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건조한 기후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의 피부 고민은?

① 다양한 피부 타입이 공존하는 러시아
⦁러시아 소비자 중 건성 피부 43.0%, 지성 피부 57.0%
⦁30대에서 건성 피부로 응답하는 비중 더 높아
노화로 인한 피부 건조를 고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피부가 어느 타입에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Beauty & Cosmetics
in Russia 2021
(중복 답변 허용)

가까운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43.0%가 건성 피부, 57.0%는
지성 피부라고 답하였으며,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조사한 설문결과4)에서는
중성 37%, 민감성 29%, 지성 26%, 건성 20%으로 러시아 소비자의 피부
타입 유형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0대에서 건성 피부라고 답한 비율이
46.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42.2%), 20대(42.1%), 10대(40%) 순으로 나
타났다. 타 연령대에 비해 30-40대에서 건성 피부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것
으로 보아 노화로 인한 피부 건조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1] 러시아 소비자의 피부 타입 (건성/지성)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4) 중복 답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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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로 고민하는 러시아 소비자들
⦁스스로 민감하다고 느끼는 소비자 62.1%,
건강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37.9%에 그쳐
⦁건강한 피부보다 민감한 피부에서 건성 피부 비중 더 높아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2.1%가 본인의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고 답했으며 건강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37.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민감도 별로 건성과 지성 피부 타입 여부를 살펴보면 민감한 피부는
46.5%가 건성, 53.5%가 지성 피부였으며, 건강한 피부는 37.2%가 건성,
62.8%가 지성 피부로 집계되었다.
건강한 피부보다 민감한 피부에서 건성 피부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러시아의 춥고 건조한 기후에서 민감하면서도 건조한 피부 상태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2] 민감한 피부 VS. 건강한 피부 비율

[그래프 3] 피부 민감도별 피부 타입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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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극한의 날씨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케어
⦁러시아 소비자들, 피부 보호와 보습에 도움이 되는 스킨케어 선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Top3 뷰티으로, 데이 크림/나이트 크림 꼽혀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3%가 피부
보호 또는 보습에 도움이 되는 스킨케어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특히
40대는 86.7%, 30대는 83.6%의 선호 비중을 보여 30-40대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건성 피부도 84.7%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와 건성
피부에서 보호와 보습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러시아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Top3 뷰티 제품 자료를 보면 데이
크림(62%), 나이트 크림(46%), 클렌징 밀크,젤,폼(33%) 순으로 꼽혔다.
극한의 날씨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 크림, 나이트 크림과 같이
고보습과 영양을 공급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프 4] 피부 보호 또는 보습에 도움이 되는 스킨케어 제품 선호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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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세라마이드/판테놀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러시아 뷰티 데이터 19,964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Ceramide & Panthenol

주요 키워드
강신호

약신호

판테놀

세라마이딘

빅데이터를 통한 러시아 뷰티 키워드 분석 결과에서 ‘판테놀’이 강신호로
확인되었으며, ‘세라마이딘’이 약신호로 감지되었다.
키워드 성장률에서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의 성장이 두드러져 러시아 내
세라마이드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브랜드로 확인되
었으며, 세라마이드와 함께 대표적인 보습 성분인 ‘판테놀’의 성장률도 높게
나타나 판테놀 화장품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빈도(점유율)에서는 ‘모이스춰라이징’이 두각을 보였으며 ‘매끄러운’, ‘장벽’,
‘리페어’ 키워드가 함께 확인되어, 러시아 소비자들이 세라마이드와 판테놀
성분에 대해 기대하는 스킨케어 효과는 보습을 중심으로 매끄러운 피부결
과 피부 장벽 강화, 손상 피부 회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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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마이드/판테놀, 러시아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는 중

⦁대표 보습 성분인 세라마이드/판테놀, 러시아에서 인기 가도
⦁전문가들, 세라마이드/판테놀 인기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
대표적인 보습 성분인 세라마이드와 판테놀은 러시아 시장에서 인기
가도를 달리며 계속 성장 중이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세라마이드와
판테놀이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성분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 인기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부 각질층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인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며,
비타민 B5에서 추출되는 판테놀은 보습력이 탁월하고 피부 진정에도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극심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민감하고 건조해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진정,
보습과 더불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춘 세라마이드와 판테놀
성분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pert Interview ]

“세라마이드/판테놀 성분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Victoria(B) / 프리랜서 에디터

“세라마이드와 판테놀은 오늘날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Valeria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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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 및 진정효과 탁월해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 소비층으로부터 인기
⦁페이셜 제품부터 바디, 헤어까지 활용 범위 다양
⦁주로 선스크린 성분으로 활용되어 현지 입점
세라마이드와 판테놀은 보습과 진정효과가 탁월해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페이셜 제품부터 바디,
헤어까지 활용 범위도 다양하다. 특히 성분 사용이 활발한 제품은
선스크린으로 미국을, 유럽, 주변국인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별 브랜드가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다.
미국 브랜드 엘리자베스 아든(Elizabeth Arden)은 세라마이드의 기본 효과인
보습을 통한 피부 탄력 개선과 젊음 회복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품을 사용
한 러시아 소비자 역시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제품
을 구매한 후기를 남기기도 하였다.
그리스 브랜드 메디셀(Medisel)에서 유통중인 판테놀 선스크린은 수분공급을
통한 주름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적은 유분과 광택으로 현지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브랜드 바이오선(Bio Sun)에서 판매
중인 디-판테놀 제품은 판테놀 성분 외 천연 견과류 추출물 함유의 강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평균 2,500원)로 소비자로부터 선
호받고 있다.
[표 1] 세라마이드 및 판테놀 함유 선스크린
구분

내용

제품 사진

브랜드

엘리자베스 아든

메디셀

바이오선

(Elizabeth Arden)

(Medisel)

(Bio Sun)

세라마이드 리프트 & 펌데이
제품명

크림 브로드 스펙트럼 선스크린

판테놀 엑스트라 선케어 칼라

(Ceramide Lift and Firm Day

(Medisel Panthenol extra sun

Cream Broad Spectrum

care color SPF50)

바이오썬 디-판테놀
(Bio Sun D-Panthenol SPF 25)

Sunscreen SPF 30)

주요 성분

세라마이드, 비타민A/C/E,
바이오 폴리머

판테놀, 비타민E, 아미노산

판테놀, 천연 견과류

출처: 아이리코멘드(Irecommend), 홈페이지(irecommen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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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보습력 때문에 추운 겨울에 주로 페이셜 크림, 밤 등의
제형으로 사용
⦁여름철 햇빛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의 치유와 재생에도 효과적
겨울철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차가운 바람과 낮은 습도, 과도한 실내 난방
등으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기 마련이다. 세라마이드는 탁월한
보습력으로 추운 겨울 시즌에 주로 페이셜 크림, 밤 등의 고농축 제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고보습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여름철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자외선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의 치유와
재생에도 세라마이드가 효과적이다. 여름 시즌에 사용하기 좋은 가볍고
산뜻한 질감의 제형에 세라마이드 성분을 접목해 계절 구분 없이 다용도
보습 및 피부 보호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온라인 쇼핑몰 ‘오존(OZON)’에서 ‘세라마이드 크림’을 검색하면 크림,
에멀젼, 마스크, 슬리핑 팩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그림 1] OZON 쇼핑몰 '세라마이드 크림' 검색 결과

출처: 오존(OZON) 온라인 쇼핑몰(ozo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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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들은 세라마이드/판테놀을 어떻게 사용할까?

⦁러시아 소비자 중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 55.6%
⦁20-30대는 상대적으로 사용 경험이 많은 반면,
40대는 알고 있으나 사용한 경험이 없어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
여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5.6%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사용 경험이 많았으며 20대의 61.7%, 30대의
62.2%가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을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대 소비자는 세라마이드/판테놀에 대해 알고 있으나 사용 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2%를 차지해 타 연령에 비해 성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관련 제품의 사용 경험은 낮았다.
피부 타입별 응답에서는 건성은 58.4%, 지성은 53.4%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해 건성 피부 응답자가 지성 피부 응답자보다 사용 경험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6]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세라마이드/판테놀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207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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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경험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종류,
선스크린(52.2%)과 데이 크림(50.4%)
⦁지성피부에서 선스크린과 데이 크림 사용 경험이 더 많아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는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해본 화장품 종류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스크린이 5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데이 크림이 50.4%로 많았다. 뒤를
이어 나이트 크림(30.4%), 로션(23.5%), 세럼/에센스(21.7%) 순으로 사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피부 타입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지성 피부에서 특히 선스크린과
데이 크림 사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 피부 소비자의
58.7%가 세라마이드/판테놀 성분이 함유된 선스크린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52.4%는 데이 크림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래프 7] 사용 경험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종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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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영양(60.9%)이 세라마이드/판테놀에 주로 기대하는 효과
⦁피부 장벽 강화/회복(52.2%)과 보호(52.2%) 기대도 높아
⦁건성 피부는 보습/영양, 지성 피부는 보호를 더 중시하는 경향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자 및 사용 의향이 있는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세라마이드/판테놀에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습/영양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피부 장벽 강화/회복(52.2%)과 보호(52.2%)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피부 타입 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건성 피부는 보습/영양 효과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으며 지성 피부는 59%를 기록했다.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건성 피부는 46.7%를 차지한 데 비해
지성 피부는 56.4%로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성 피부는 보습/영양에
대한 기대가 주로 높은 것으로 보이며, 지성 피부는 보호 효과에 대한
기대가 건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8] 세라마이드/판테놀 기대 효과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자 및 사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 13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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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마이드/판테놀은 보습과 진정효과를 기본적으로 갖춰
⦁피부 장벽 회복, 재생,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 탁월해
러시아 현지 뷰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라마이드/판테놀의 주요 스킨케어
효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보습과 진정효과를
기본적으로 갖춘 성분이라고 언급했다. 9명 중 6명의 전문가가 보습과
영양 공급을 주요 효능으로 꼽았으며, 3명의 전문가가 민감해진 피부에
진정효과를 발휘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피부 장벽의 회복과 손상된 피부의 치유 및 재생,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적인
보습,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피부 밸런스 회복과 장벽 강화, 보호 효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 문제성 피부에 적합한
성분이라고 추천했다.

[표 2] 현지 전문가가 생각하는 세라마이드/판테놀의 효능
전문가 이름

효능

Alyona Mizilina

햇빛에 탄 피부 진정

(Aromallux 매장 관리자)

Victoria
(뷰티 블로거)

피부 밸런스 회복, 얇거나 손상된 피부 개선

Anastasia

피부진정, 수분 공급

(뷰티 블로거)

Olesya Bolkalo

피부회복, 영양 공급

(뷰티 블로거)

Victoria Yasheva

피부 활력공급, 피부 보호기능 강화,

(프리랜서 에디터)

보습, 피부 탈수위험 방지

Valeria Bocharova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분 공급, 피부 치유 촉진, 피부보호, 재생

Ksenia Rusanova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Elena Maistrova
(Oriflame 운영자)

Anna Konishcheva
(Mimibox 운영자)
출처: 러시아 화장품 전문가 9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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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마이드/판테놀 사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향후 사용 의향은 37.7%
⦁데이 크림과 나이트 크림, 세럼/에센스 사용 의향 높아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을 알고 있으나, 아직 사용 경험이 없는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향후에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37.7%가 사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자 및 사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향후에 사용을 희망하는 화장품 종류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데이
크림이 4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이트 크림(41.2%)과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세럼/에센스(40.4%)에 대한 사용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중,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을 알고
있으나, 사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
61명 응답 결과

특히 건성 피부에서 세럼/에센스를 사용 희망한다는 응답이 46.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세라마이드/판테놀이 함유된 크림 제형 외에 가벼운
사용감의 세럼/에센스 유형에 대한 니즈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9] 사용 희망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종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자 및 사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기대효과 무응답자 2명 제외) 13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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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세라마이드/판테놀 제품은?

⦁세라비, 대중적이면서도 보습효과가 확실한

● 전문가 인터뷰

“저는 크림이나 로션을
선호합니다. 지금은 중건성
피부를 위한 세라비
모이스처라이징 페이셜 로션을

세라마이드 성분 함유한 국민 보습템
⦁얼굴과 몸에 모두 바를 수 있고,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세라비(CeraVe)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적이면서도 보습효과가 확실한

세라마이드가

세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국민 보습템으로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함유되어 있습니다.”

얻고 있다. 3가지 필수 세라마이드(세라마이드 1, 3, 6-2)의 조합으로

Valeria

오랫동안 보습이 유지되며 피부의 보호 장벽을 복원하고 강화시켜준다.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얼굴과 몸에 모두 바를 수 있고,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제품이어서 민감성 등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할 수 있다.
세라마이드와 함께 나이아신아마이드,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자극받은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켜주는 모이스처라이징 페이셜 로션부터 자외선
차단기능을 갖춘 페이셜 로션 SPF 25, 소용량부터 대용량까지 구성되어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크림, 건조하고 튼 손에 깊은 수분을 제공하는
핸드 크림,

민감한 눈가에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하고 다크서클을

케어해주는 아이 크림까지 다양한 보습 전문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표 3] 세라비 모이스처라이징 제품 라인업
구분

내용

제품 사진

모이스처라이징
모이스처라이징
제품명

페이셜 로션

리바이탈라이징
모이스처라이징

리바이탈라이징

모이스처라이징

페이셜 로션

SPF 25

크림

핸드 크림

로션

크림

(Moisturizing

(Moisturizing

(Moisturizing

(Revitalizing

(Moisturizing

(Revitalizing

Facial Lotion)

Facial Lotion

cream)

hand cream)

lotion)

eye contour

SPF 25)

cream)

50 ml
용량

52 ml

52 ml

177 ml
340 ml

유형

로션

로션+선스크린

출처: 세라비(CeraVe) 러시아 홈페이지 (cerav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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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컨투어

크림

50 ml

88 ml

100 ml

236 ml

핸드 크림

로션

14 ml
아이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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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자르트, 시트 마스크부터 바디 오일, 핸드 크림까지
전신 보습을 위한 세라마이딘 라인업
⦁팜스테이와 어퓨, '세라마이드 / 판테놀' 성분을
네이밍으로 활용해 전문성 강조
닥터자르트(Dr.Jart+)는 세라마이드 NP, AP, AS, NS, EOP가 조합된 일명
‘5겹 멀티 세라’가 쉽게 깨지지 않는 보습 장벽을 만들어 수분 증발을
차단하는 ‘세라마이딘(Ceramidin)’ 제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크림,
리퀴드, 세럼, 시트 마스크 등 페이셜 케어 제품뿐만 아니라 바디 로션,
바디 오일, 핸드 크림 등 전신 보습을 위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팜스테이(Farm Stay)는 세라마이드 성분을 네이밍으로 내세운 ‘세라마이드
퍼밍 페이셜(Ceramide Firming Facial)’ 라인을 판매 중이다. 세라마이드와
병풀추출물, 마데카식애씨드 등이 함유되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제품으로 토너, 앰플, 크림, 비비크림 등이 구성되어
있다. 어퓨(A'PIEU)는 판테놀 성분을 네이밍으로 적용해 전문성을 강조한
판테놀 아토 크림(Panthenol ATO Cream)을 선보인 바 있다. 판테놀과
세라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조하고 연약한 피부를 케어해주는 크림으로 소구했다.

[표 4] 한국 브랜드 세라마이드 및 판테놀 제품 현황
구분

내용

매대 및
제품 사진

브랜드
품목

닥터자르트

팜스테이

어퓨

(Dr.Jart+)

(Farm Stay)

(A'PIEU)

시트 마스크, 바디 로션,
바디 오일, 핸드 크림 등

토너, 앰플, 크림, 비비크림 등

판테놀 아토 크림
(Panthenol ATO Cream)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및 아이레코멘드(IRECOMMEND) 러시아 웹사이트(irecommen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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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테놀, 일부 전문가층에서 치료 효과 높은 의약품처럼 여겨
⦁비판톨 더마, 덱스판테놀 성분 내세워 전용 라인업 소개
판테놀은 일부 러시아 뷰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치료 효과가 높은
의약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성분이다. 건조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잘
회복시켜주고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는 판테놀 크림의 효과에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1944년에 덱스판테놀(프로비타민 B5) 성분이 함유된 피부염 치료제
‘비판텐(Bepanten) 연고’ 출시를 시작으로 피부과학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온 독일 비판톨(Bepanthol)은 피부 장벽의 회복을 돕는 덱스판테놀
성분을 내세운 전용 스킨케어 라인 ‘비판톨 더마(Bepanthol Derma)’를
러시아 시장에 선보였다.
바디 로션, 핸드 리페어 밤, 립 리페어 밤, 풋 리페어 크림 등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한 다양한 보습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판톨
더마의 전 제품에는 덱스판테놀 성분이 함유되어 표피의 깊은 층까지
집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의 회복과 보습 유지를 효과적으로
도와준다.

[그림 2] 비판톨 더마 제품 이미지

출처: 비판톨(Bepanthol) 러시아 홈페이지(bepanthe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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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마이드/판테놀, 판매 영역 확장 전망

⦁건성 및 민감성 피부를 비롯해 중성 및 지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홍보할 필요
⦁겨울용 크림과 밤에 국한하지 않고, 선스크린을 포함해
클렌징, 기초케어까지 적용 가능
러시아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세라마이드/판테놀은 건성 피부뿐만 아니라
민감성, 여드름 피부 등에도 적합해 다양한 피부 유형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성분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기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건성 및 민감성 피부를 비롯해 중성, 지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제품으로 홍보해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고보습 효능을 소구하는 겨울용 크림과 고농축 밤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선스크린을 포함해 클렌징, 기초케어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부 장벽의 회복과 진정효과, 막강한 보습력 등
탁월한 스킨케어 효과를 갖춘 만큼 모든 피부 타입과 모든 계절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화장품으로서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예상된다.

[Expert Interview ]

“세라마이드/판테놀 성분은 거의 모든 피부 유형에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피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Victoria(A) / 뷰티 블로거

“세라마이드/판테놀은 알레르기가 없어 어떤 피부 상태에도 잘 맞습니다.
민감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적합하고 보습도 잘 되고 피부의 지질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력이 있어
여름에도 매우 적합하며 스킨케어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트렌드가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Kseniya /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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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적이는 특유 제형, 사용 시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게 하는 샤베트 제형도 고려해볼 수 있어
일부 러시아 뷰티 전문가는 세라마이드/판테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특유의 끈적이는 제형이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보통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크림 제형은 꽤 밀도가 높지만,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 ‘피몽쉐(Phymongshe)’는 기존의 크림들과는 다른 독특한 질감의
세라마이드 수분 크림 ‘워터 블러썸 하이드로 크림(Water Blossom Hydro
Cream)’을 선보였다. 몽글몽글한 샤베트 제형으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작은 하이드로 캡슐 알갱이들이 피부에 발리는 순간 부드럽게 퍼지며
산뜻하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라마이드와 벚꽃추출물,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메마른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전달하면서도 샤베트 제형이
피부에 밀착되어 빠르게 스며들고 자극 없이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기존의 끈적이는 고농축 크림을 벗어나 산뜻한 질감의 샤베트 제형처럼
어느 피부 타입이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형의 제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피몽쉐 워터 블러썸 하이드로 크림

출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러시아 홈페이지(cosm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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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테놀 제품, NIVEA 등 영유아용 제품이나
선케어 제품 위주로 판매 중

“판테놀은 의약품과
관련이 있고

⦁판테놀의 '의약품' 컨셉을 살려 더마 화장품 컨셉 고려

치유를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 와일드베리(WIDEBERRIES)와 오존(OZON),
Anna
/ Mimibox 운영자

레뚜알(L'Etoile) 사이트에서 ‘판테놀’ 제품을 검색하면 니베아(NIVEA) 등
영유아용 바디 모이스처라이징 제품이나 선케어 제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라마이드/판테놀 성분의 보습 및 피부 보호
효과로 인해 선스크린과 크림 카테고리에서 특히 각광을 받으며 관련
제품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판테놀 성분이 피부 치유 효과가 높은 의약품처럼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의약품 이미지를 살려 보다 전문적인 더마 화장품 컨셉의 스킨케어
제품으로 확장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피부 타입이 공존하는 가운데, 극한의 날씨에서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 상태로 고민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많고 피부 장벽의 회복과 보호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라마이드/판테놀 성분이 함유된 저자극
고기능성 더마 화장품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전망된다.

[그림 4] 러시아 주요 온라인 쇼핑몰 ‘판테놀’ 검색 결과 화면
와일드베리

오존

레뚜알

(WIDEBERRIES)

(OZON)

(L'Etoile)

출처: 와일드베리(WIDEBERRIES) 쇼핑몰(wildberries.ru) / 오존(OZON) 쇼핑몰(ozon.ru) / 레뚜알(L'Etoile) 쇼핑몰(letu.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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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8

당분간 지속될 시트마스크 인기
팬데믹 기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뷰티에 열중하는 소비자들
시트마스크, 저렴하면서 간편하고 즉각적인 피부 개선으로 인기
시트마스크 강자인 한국, 다양한 페이셜 마스크로 시장 확대 가능성
팬데믹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러시아 소비자들은 뷰티 루틴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시트 마스크는 저렴하면서
사용이 간편하고 즉각적인 피부 개선 효과로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65.1%의 러시아 소비자가 주 1회 이상 페이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대중적인 홈케어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와 입소문을 기반으로 한국산
페이셜 마스크는 다채로운 라인업을 구축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살롱 케어를
대체하는 홈케어 제품의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트마스크 강자인 한국은 탄탄한 전문성을 토대로 프리미엄, 클레이, 패치 등
다양한 기능과 유형의 페이셜 마스크로 시장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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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왜 페이셜 마스크의 인기가 높을까?

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피부 케어에 적극적인 러시아 소비자
⦁ 러시아 소비자 60% 이상, 피로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피부에 악영항 미친다고 생각해
⦁ 페이셜 마스크를 비롯해 다양한 뷰티 루틴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피부 손상 요인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0% 이상이 피로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피로/수면 부족이 64%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와
바쁜 생활방식이 61%를 기록했다.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소비자들은 페이셜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페이셜 마스크는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자극으로 인해 지친 피부를 케어하기
위한 안티 스트레스 제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마스크를 비롯하여 다양한
뷰티 제품을 단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관리하거나 뷰티
디바이스를 활용한 얼굴 마사지 등도 도움이 된다고 추천했다.

[그래프 1] 피부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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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뷰티 루틴에 많은 공을 들이는 러시아 소비자들
⦁'나 자신의 외모를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가꾼다'고 응답한
러시아 소비자 54%에 달해
⦁소비자 37%, 일주일에 자신을 가꾸는데 1시간 이상 투자
러시아 시장에서 페이셜 마스크의 인기가 높은 주요 요인으로는 뷰티
루틴에 많은 공을 들이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특성을 꼽을 수 있다.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뷰티 루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나 자신의 외모를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가꾼다’고 응답한 이들이 54%에 달했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에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6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X세대 54%, Z세대
51%, 베이비부머 4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러시아 소비자들이 매주 뷰티 루틴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사한
자료에서는 37%가 일주일에 자신을 가꾸는데 1시간 이상 투자한다고
답했으며 그다음으로 30-60분을 투자한다는 응답이 29%, 10-30분은
23%로 집계되었다.

[그래프 2] 러시아 소비자의 뷰티 루틴에 대한 인식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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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뷰티 살롱의 케어를 대체할 홈케어의 수요 지속
⦁팬데믹 이후 뷰티살롱 분야는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더딘 회복세
⦁스파살롱에서 지출을 늘리겠다는 소비자 4%에 그쳐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2020년 4월 기준으로 향후 6개월 내 러시아
소비자들의 레저&오락 지출 계획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뷰티살롱 분야는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카테고리별 향후 6개월 내 지출 계획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구독 서비스나 음식배달과 같은 분야는
각각 19%, 17%씩 지출을 늘리겠다고 응답하였으나 스파살롱, 테마파크
등에서 지출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에 그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래프 3] 향후 6개월 내 러시아 소비자들의 레저&오락 지출 계획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sumer expectations on leisure and entertainment expenditure in the next six months in
Russia as of April 2020, by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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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격리 해제 후 러시아 소비자들 중 14%는 여전히
뷰티살롱 방문 꺼려
⦁살롱 케어를 대체하는 홈케어 제품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자가 격리 해제 후에 러시아
소비자들의 미용실, 뷰티살롱 방문 의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4%의 소비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덜 방문하겠다고 답해 여전히 뷰티살롱 방문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살롱 방문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우려와 낮은 비용 지출 증가율을
미루어 봤을 때, 살롱 케어를 대체하는 홈케어 제품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혼자서도 간편하게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대표 아이템 중 하나인
페이셜 마스크의 인기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프 4] 자가 격리 해제 후 러시아 소비자들의 미용실, 뷰티살롱 방문 의향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Frequency of beauty salon visits after COVID-19 in Russi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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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5] 페이셜 마스크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러시아 뷰티 데이터 19,964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Facial mask

주요 키워드
강신호
시트 마스크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러시아의 페이셜 마스크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시트 마스크’, ‘머드’, ‘글램글로우’가 강신호로 감지되었다.

머드

키워드 성장률에서 ‘시트 마스크’가 가장 높은 성장을 보여 간편하게
글램글로우

홈케어를 할 수 있는 시트 타입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음을 볼 수 있으며
‘안티 스트레스’, ‘스트레스’ 키워드가 함께 확인되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페이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머드’, ‘패치’, ‘아이 마스크’ 키워드가 함께 확인되면서 머드, 클레이
제형의 마스크 및 눈가 등 국소부위를 관리하는 패치 타입 제품도 러시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관 브랜드로는 ‘글램글로우’가 확인되었으며 러시아 내 페이셜 마스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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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들, 페이셜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 러시아 소비자 중 65.1%, 페이셜 마스크를 주1회 이상 사용
⦁ 30대는 주 1-3회, 20대는 주 4-6회 사용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아
러시아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셜 마스크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1%의 소비자가 주 1회 이상 페이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9.3%의 러시아 소비자가 일주일에 1-3회, 10.2%는 일주일에 4-6회
페이셜 마스크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하루에 1회 사용한다는 응답도
4.6%를 차지했으며, 1%는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0대는 주 1-3회 사용한다는 응답이
6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대는
주 4-6회 사용한다는 응답도 19.0%를 차지해 20-30대의 페이셜 마스크
사용 빈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6] 페이셜 마스크 사용 빈도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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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베리, 2020년 2월 한달간 최다 판매 품목 3위 페이셜 마스크
⦁페이스 키트, 페이셜 패치 판매량도 그 뒤를 이어
페이셜 홈케어 추세 입증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와일드베리(Wildberries)의 세계 여성의 날 이전 2월 한달간 최대
판매품목은 페이스 크림, 샴푸에 이어 페이셜 마스크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셜 키트와 페이셜 패치 판매량도 그 뒤를 이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해
집에서 간편하게 스킨케어를 즐기는 페이셜 홈케어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음을 볼 수 있다.

[그래프 7] 와일드베리 기준, 세계 여성의 날 이전 2월 한달간 최대 판매 품목

(단위: 천 개)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Most sold products on Wildberries prior to International
Women's Day in Russia from February 1 to March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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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셜 마스크 제품별 소비 선호도는?
① 시트마스크, ② 클레이 & 젤 타입
⦁시트마스크,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인기가 높으며 대중적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페이셜 마스크 유형 중에 시트 마스크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클레이, 젤 타입 등도 선호하는 추세이다.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시트 마스크가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에서 인기가
높고 가장 대중적인 홈케어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간편하게 피부관리를 할 수 있고 사용 후에
즉각적으로 피부가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와 휴대
용이성 등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Expert Interview ]

“다양한 종류가 있는 시트 마스크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피부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추가 관리를 위해 매우 편리한
옵션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시트 마스크, 젤 및 클레이가 인기가 있으며
효과가 있어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Victoria(A) / 뷰티 블로거

“시트 마스크와 클레이 마스크를 선호합니다. 피부를 관리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마스크 직후의 피부가 더 잘 정돈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 저렴한 가격,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 등이 구매 요인입니다.”
Kseniya /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10대,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 부문에서 고품질
제품만을 선택합니다.”
Marina / Beauty Salon Darffin 슈퍼바이저

“시트 마스크를 선호해서 그것만 찾습니다. 사용이 편리하며, 씻어낼
필요가 없고, 가시적인 효과, 가격, 다양한 제형 등이 특징입니다.”
Olesia / 뷰티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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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영양(74.3%), 피부트러블 예방(46.6%) 및
피부 장벽 강화/회복(44.0%) 목적으로 사용
⦁10대는 피부트러블 예방(65.9%), 30대는 디톡스(41.8%),
테라피 효과(22%)에 대한 제품 사용 기대가 두드러져
러시아 현지 소비자 중 페이셜 마스크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습/영양을 위해 사용한다는 응답이 7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피부트러블 예방(46.6%), 피부 장벽
강화/회복(44.0%), 피부결 개선(38.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0대의 65.9%가 피부트러블 예방을 위해
페이셜 마스크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20대도 60.5%를 차지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30대의 경우 피부 장벽 강화/회복(51.6%), 디톡스(41.8%),
테라피 효과(22%)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40대는 안티에이징(59.6%)을 위해
사용한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그래프 8] 페이셜 마스크 사용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페이셜 마스크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26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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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마스크 강국 한국,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시장 주도

⦁한국산 페이셜 마스크,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신뢰와
입소문이 주된 구매 이유
⦁특히 30대에서 한국산 시트마스크에 대한 충성도 높아
러시아 현지 소비자 중 페이셜 마스크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페이셜 마스크를 구매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에
대한 높은 신뢰와 입소문이 주된 구매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43.7%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구매한다고 답했으며,
40.7%는 다른 사람의 추천, 37.7%는 효능(안티 스트레스, 보습) 때문에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50.5%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한국산 페이셜 마스크를
구매한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10대의 경우 효능 때문에 구매한다는 응답이 45.5%로 두드러져
한국산 페이셜 마스크의 효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9] 한국산 페이셜 마스크 구매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페이셜 마스크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26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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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자르트, 성분을 강조한 캡슐 디자인으로 ‘처방 컨셉’ 효과 노려
⦁편의성을 높이고 재미요소를 가미한 모델링팩도 소비자 눈길 끌어
글로벌 더모 코스메틱 닥터자르트(Dr.Jart)는 시카, 세라마이딘 등 특화된
성분별로 시트 마스크를 출시해 전문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시트 마스크의 패키지 디자인에 알약을 연상시키는 캡슐 이미지를 삽입해
피부를 위한 ‘처방약’같은 컨셉을 담았다.
간편하게 집에서도 전문 에스테틱의 모델링 팩 관리를 받은 듯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시트 타입의 사용 편의성을 살린 일명, 붙이는 고무
마스크 팩 컨셉의 ‘크라이오 러버(Cryo Rubber)’도 판매 중이다.
기존 모델링 팩의 섞는 번거로움 없이 앰플을 바르고 시트 타입의 고무
마스크를 얼굴에 붙여 사용하는 2단계(2-Step) 제품으로, 재미요소를
가미한 ‘아기’ 얼굴 이미지와 컬러풀한 색감의 패키지를 적용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표 1] 닥터자르트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및
제품 사진

유형

시트 마스크 / 고무 마스크(앰플+시트 2-Step)
세라마이딘 페이셜 베리어 마스크(Ceramidin Facial Barrier Mask),

제품명

시카페어 카밍 마스크(Cicapair Calming Mask),
크라이오 러버(Cryo Rubber), 더마스크(Dermask)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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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힐, 마스크 전용 매대 대부분을 차지하며 현지 인기 과시
⦁일본 루루룬, 1일 1팩 캠페인을 유행시킨
원조 시트마스크 브랜드로 한국 브랜드들과 경합
메디힐(MEDIHEAL)은 러시아 매장 내 마스크 전용 매대를 비중 있게
차지하며 현지에서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앰플 한 병의 영양을 피부에
전하는 컨셉의 ‘앰플 마스크 EX’, 단백질 성분과 크리미한 제형이 접목된
‘프로아틴 마스크’ 등이 입점되어 있으며 수분, 영양, 트러블케어, 주름개선
등 다양한 효능의 시트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일본 루루룬(LuLuLun)은 1일 1팩 캠페인을 유행시킨 원조 시트 마스크
브랜드로, 한국 브랜드들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매일 사용하는 페이셜
시트 마스크 ‘레귤러(Regular)’, 노화 관리 시트 마스크 ‘프레셔스(Precious)’
라인 등이 입점되어 있으며 7매 세트를 판매 중이다.
[표 2] 메디힐 및 루루룬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및
제품 사진

브랜드

품목

메디힐 (MEDIHEAL)
앰플 마스크 EX.

레귤러 페이셜 시트 마스크

(Ampoule Mask EX.)

(Regular Facial Sheet Mask)

프로아틴 마스크 등

프레셔스 마스크 등

(Proatin Mask)

(Precious RED, WHITE, GREEN)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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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브랜드, 젤/크림이나 오일 마스크 위주 제품

▶

⦁달팡, '스트레스 릴리프' 문구 전면에 활용한 오일 마스크 눈길
⦁이스라엘 코스메틱 브랜드 아하바,
'오스모터' 성분이 오염물질과 스트레스로부터 피부 보호 강조
자연 유래 성분 기반의 프랑스 뷰티 브랜드 달팡(DARPHIN)은 ‘스트레스
릴리프’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디톡스 오일 마스크를 판매해 러시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달팡 베티버 아로마틱 케어 스트레스
릴리프 디톡스 오일 마스크’는 아로마 오일 향이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젤 오일 마스크로,
물기가 없는 피부에 도포 후 10분 뒤에 씻어내는 제형이다.
이스라엘 코스메틱 브랜드 아하바(AHAVA)는 오염물질과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미네랄 래디언스 오버나이트 디스트레싱 크림’을 판매
중이다.

사해 미네랄 복합체로 구성된 ‘오스모터(Osmoter™)‘성분이

스트레스받은 피부를 밤사이 진정시켜주고 피부 장벽과 수분을 회복시켜
아침에 더욱 빛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관리해주는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표 3] 달팡 및 아하바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및
제품 사진

브랜드

제품명

달팡

아하바

(DARPHIN)

(AHAVA)

베티버 아로마틱 케어

미네랄 래디언스 오버나이트

스트레스 릴리프 디톡스 오일 마스크

디스트레싱 크림

(Vetiver Aromatic care

(Mineral Radiance Overnight

Stress Relief Detox Oil Mask)

De‑Stressing Cream)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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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보리앙, 인삼 아이패치로 K-뷰티 이미지 공략

⦁소비자 중 43.8%, 러시아 내 K-뷰티가 매우 인기 있다고 응답
⦁인삼을 주원료로 명시해, K-뷰티 인기 편승 효과 기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러시아 내 한국 뷰티 상품(K
-뷰티)의 인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의 43.8%가 러시아에
서 K-뷰티가 매우 인기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Popularity of
South Korean beauty products
(K-뷰티) in Russia in 2019

러시아 소비자들의 K-뷰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기도를 기반으로
에르보리앙(erborian)은 인삼을 주원료로 한 아이패치를 선보이며 K-뷰티
이미지를 공략하고 있다. 인삼 뿌리 추출물이 주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분을 공급해주어 눈가 피부를 탄력 있고 매끈하게 케어해주는 아이 전용
패치로 홍보하고 있다.

[표 4] 에르보리앙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및
제품 사진

브랜드
제품명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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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페이셜 마스크, 홈케어 수요에 영역을 확장할 호기

⦁저렴하고 실용적인 시트마스크, 브랜드사의 엔트리 라인으로
⦁닥터자르트, 시트마스크를 주력 라인업에 포함하여 연계 구매 유도
러시아 현지 뷰티 전문가는 시트 마스크가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게 인기가
있다면서 사용하기가 매우 쉽고 휴대도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산 페이셜 마스크를 구매하는 러시아 소비자 대부분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마스크는 브랜드로 유입이 용이한 엔트리 제품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트마스크의 품질에 만족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타 카테고리로 확장해서
소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닥터자르트(Dr.Jart)는 시트 마스크를 제품 라인업에 포함시켜 다양한
품목으로 연계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세라마이딘(Ceramidin)과
시카페어(Cicapair)에는 각 라인의 컨셉과 효능에 부합되는 시트 마스크
재질과 에센스 내용물을 적용한 마스크 제품을 판매 중이다.

[표 5] 닥터자르트 제품 매대 현황
구분

내용

매대 및
제품 사진

브랜드
제품명

닥터자르트(Dr.Jart)
시카페어 카밍 마스크(Cicapair Calming Mask)
세라마이딘 페이셜 베리어 마스크(Ceramidin Facial Barrier Mask)

출처: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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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브랜드, 시트마스크에 기초한 라인업 확장 추천
⦁ 클레이 제형 및 아이패치도 시장 잠재성 우수할 것
러시아 현지 뷰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적합한 제품
카테고리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9명 중 4명이 간편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마스크와 국소부위 집중관리용 패치
품목의 시장 진출을 추천했다.
한국 브랜드의 경우 시트 마스크의 탄탄한 전문성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페이셜 마스크로 확장도 가능하다. 또한, 시트마스크 다음으로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클레이 제형의 마스크 제품이나 눈가 집중관리를
위한 아이패치도 고려해볼만하다.

[표 6] 현지 전문가 추천 스트레스 완화 제품 카테고리
전문가 이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제품 카테고리

Alyona Mizilina

세럼

(Aromallux 매장 관리자)

Victoria
(뷰티 블로거)

패치, 하이드로겔 마스크 또는 알로에 베라 젤

Anastasia
(뷰티 블로거)

Olesya Bolkalo
(뷰티 블로거)

Victoria Yasheva
(프리랜서 에디터)

Valeria Bocharova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Ksenia Rusanova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Marina Dzhiyanova
(Beauty Salon Darffin 슈퍼바이저)

Anna Konishcheva
(Mimibox 운영자)
출처: 러시아 화장품 전문가 9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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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디바이스
아이 패치
페이셜 오일
수딩 세럼, 아이 패치
온천수, 세럼, 아이크림
마스크, 패치
산화 방지제, 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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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추천 진출 컨셉, 뷰티 살롱 경험을 집에서도 ‘홈케어’
⦁ 기능성 외에도 힐링 효과를 극대화한 요소 고려 필요
뷰티 살롱의 경험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는 셀프 홈케어 컨셉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 페이셜 마스크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관심은 홈케어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효능이나 시트
마스크 재질 등 기능적인 요소 외에도 스트레스 완화와 힐링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달팡의 ‘베티버 아로마틱 케어 스트레스 릴리프 디톡스 오일 마스크’처럼
피부 진정뿐만 아니라 심신 완화를 위해 아로마 오일 향기나 내용물을
피부에 부드럽게 롤링하여 마사지하는 사용방식을 적용해볼 수 있다.
또한, 와일드베리(Wildberries)에 입점되어 판매 중인 루치 그린 릴렉스
아이 마스크((LuChi Greene Relax Eye Mask)처럼 눈가의 피로를
풀어주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온열 아이패치 등 살롱 케어의 요소를
접목한다면 힐링과 릴랙스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림 1] 달팡 디톡스 오일 마스크 및 루치 온열 아이패치 제품 이미지

출처: 와일드베리(Wildberries) 쇼핑몰 (wildberrie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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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톡스와 테라피 효과를 기대하는 30대는 고급화 전략으로

⦁Y세대(27-41세), 고품질 뷰티 제품을 위해 비용 투자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컨셉의 상위 라인업 고려해볼만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뷰티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2%가
고품질 뷰티 제품을 위해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밀레니얼 Y세대(27-41세)에서 3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페이셜 마스크를 통해 디톡스와 테라피 효과를 기대하는 30대 러시아
소비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페이셜 마스크를 출시하여 고급화 전략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상에서 스트레스 해소의 목적으로 페이셜 마스크를 사용하는 러시아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컨셉의 상위 라인업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프 10] 러시아 소비자의 뷰티에 대한 인식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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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9

결정적 화장품 구매요인 ‘제품 후기’
러시아 온라인 화장품 시장 성장으로 ‘제품 후기’ 중요성 대두
IRECOMMAND 등 제품 후기 전문 등재 플랫폼 등장
증가하는 소비 영향력 속에, 후기에 대한 진정성 문제 발생하기도
러시아 화장품 소비 시장에서 제품 후기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러시
아는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저렴하며 실용적인 제품을 찾는 러시아 소비
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소비자 리뷰 전문 플랫
폼이 시장에서내 등장하고 있다.
아이리코멘드(IRECOMMAND)는 이제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상품 리뷰 플랫폼으로
현지 소비자들은 해당 플랫폼의 구매자 후기를 통해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제품 리뷰 역시 소비 선택의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 후기의 증가하는 소비 영향 속에 지나친 광고성 리뷰는 시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지 전문가는 유명인의 제품 광고 글은 이제 소비자로
부터의 신뢰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으며, 실구매 소비자의 진정성 있는 후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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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온라인 화장품 소비 증가

⦁러시아 이커머스 시장규모, 2017-2020년 CAGR 16.1% 기록
⦁팬데믹 기간인 2019-2020년, 25.6% 성장
러시아의 온라인 쇼핑몰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러시아 소비자
들의 행동과 시장을 변화시켰다. 경제 활동 축소로 인한 소득 감소에도 불
구하고 온라인 거래가 급증했고, 개인은 물론 기업간 거래도 온라인과 오
프라인이 혼합된 형태로 점차 전환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전문가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봉쇄기간 동안(4-5월) 온라인
거래(전자상거래)로 유입된 고객 수가 최소 1,0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2019-2020년의 시장 성장률은 25.6%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 온라인 시장에서 기존에 인기 있는 품목은 의류 및 신발, 디지털
및 가전제품, 식품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매장의 구매 점유율이 강했던 뷰티/미용 제품의 시장 성장세가 눈에띄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프 1] 러시아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규모 추이

출처: 스타티스타 (www.statis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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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러시아 상위 1,000개 온라인 쇼핑몰의
화장품 판매량은 약 8,300만 개, 판매액은 950억 루블
⦁전년 대비 판매량은 약 158%, 판매액은 약 99% 증가
러시아 현지 뷰티매체에 따르면, 2020년 러시아 상위 1,000개에 포함된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에서 8,300만 건의 주문과 950억 루블(약 1조 5,692
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온라인 주
문 판매량이 158%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판매액은 99% 늘었다.
2020년 기준, 러시아 전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 쇼핑몰 비중인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한 수치에
해당된다.
현지 전문 매체들은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화장품 거래가 지속해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 브랜드의 러시아 시장 진
입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의 기술적인 측면도 함께 발전하고 있어 기존
유통 플랫폼 중심의 소비가 고객 중심의 온라인 소비로 변화/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래프 2]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판매량/판매액 변화 추이

출처: 데이터 인사이트 (datainsigh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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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장품 결정적 구매요인 ‘소비자 후기’

⦁소비자 중 86.8%, 화장품 구매 전 고객 후기 확인
⦁소비자 중 41.0%, 인터넷과 제품 리뷰 통해 새로운 화장품 인지
코로나19 발생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주문을 동등한 비율로 이용했다. 특히 화장품 특
성상 소비자들은 직접 매장에서 제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보며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점차 확산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이용에 제약이 생기자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경로를 더욱 빈번하게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때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 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 현지 소
비자 중 대다수가 인터넷에서 상품 후기나 동영상 리뷰 등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6.8%가 화장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다른
소비자들의 상품 후기나 추천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그래프 3] 화장품 구매 전 고객 후기 또는 추천 여부 확인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온라인 쇼핑 경험 소비자 37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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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러시아 소비자는 제품 리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 사용한 후기와 블로거 후기 등이 제품 구매로 이어질 것
러시아 현지 소비자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하기 시
작하면서 대형 인터넷 쇼핑몰 구매 후기나 SNS 인플루언서 후기를 보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동영상 리뷰 등을 통해 새로운
화장품을 접하며, 인터넷 서칭으로 상품 정보를 찾는 등 제품을 알아가는
방식 역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러시아 소비자들이 제품 리뷰에 의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비 실패를 최소화하고 실용적인 소
비를 추구하는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구매라 리뷰와
유명 블로거의 후기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는 미리 리뷰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퍼져 있으며, 제품을 사용해본 주변 지인들의 추천
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은 단순히 화장품 구
매뿐 아니라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이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도 나타나고 있다.

[표 1] 현지 뷰티 전문가 인터뷰 요약
전문가

구매 후기의 화장품 소비 영향

Olesia

“러시아 소비자들은 온라인 리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뷰티 블로거)

블로거나 유명 인사들의 의견을 자주 확인하는 편입니다.”

Victoria

“많은 고객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먼저 인터넷으로

(프리랜서 에디터)

사용자 후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합니다.”

Valeria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소비로 인한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 어떤 상품이든 구매하기에 앞서 리뷰를 확인하고 참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리뷰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소비에 도움을 줍니다.”

Kseniya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드백을 확인하고 제품을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구매하며, 저를 포함해 실제로 대부분이 블로거나 여자친구의 추천으로 제품으로 사러 옵니다.”

Marina

“러시아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구입할 때 온라인이나

(Beauty Salon Darffin 슈퍼바이저)

인스타그램 블로거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Anna

“제품 후기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항상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길 원하며,

(Mimibox 운영자)

이러한 이유로 해외 제조국으로부터 직거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출처: 러시아 화장품 전문가 6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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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온라인 후기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러시아 뷰티 데이터 19,964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Review

주요 키워드
강신호
레투
아이허브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러시아의 온라인 후기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골든애플’, ‘아이허브’, ‘레투’, ‘리브가우체’, ‘세포라’, ‘아이리코맨드’가 강
신호로 감지됐다.

리브가우체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 러시아 소비자들은 스킨케어 제품의 성분과 효과를

골든애플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후기를 참고하는 경향이 확인됐고, ‘세포라’보다는

세포라

‘레투’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러시아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인지

아이리코맨드

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IRECOMMEND(아이레코맨드)’라는 온라인 후기 사이트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판매처에 대한 후기가 활성화되고 있어
쇼핑몰별 후기 관리 또한 홍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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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

⦁소비자가 선호하는 화장품 온라인 구매 채널은?
① 오픈마켓(와일드베리스 등) ② 화장품 쇼핑몰 ③ SNS
러시아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가 와일드베리,
얀덱스와 같은 오픈마켓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32%), SNS(12.9%)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온라인 채널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오픈마켓의 경우 20대 소비자의
선호도가 56.2%로 가장 많았다. 세포라, 레투와 같은 온라인 화장품 쇼핑
몰에 대한 선호도는 4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
램을 통한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20대(21.5%)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집
계됐다.
20-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SNS보다는 오픈마켓이나 각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를 애용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4] 온라인 쇼핑 경험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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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오픈마켓은?
⦁2020년, 화장품 온라인 판매 중 83%는 ‘와일드베리스’에서
현지 뷰티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러시아 화장품 온라인 판매 중에
83%는 오픈마켓인 ‘와일드베리스(Wildberries)’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200
4년 설립된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로, 2020년
총 4,132억 루블 (약 6조 7,89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순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한 와일드베리스는 2019년 기준 44억
루블(약 72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로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온라인 쇼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와일드베리스
이용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러시아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3분의 1이 와일드베리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된다.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와일드베리를 시장
선두로 이끈 요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4년까지 7,10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1,000만 명
증가한 수치다.
[표 2] 러시아 인기 화장품 오픈마켓 순위
순위

사이트명

1

사이트로고

URL

구분

Wiildberries

wildberries.ru

오픈마켓

2

OZON

ozon.ru

오픈마켓

3

Yandex

market.yandex.ru

오픈마켓

출처: 러시아 Top10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datainsigh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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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은?
⦁레투(Letu), 포프레쉬(4fresh), 골드애플(Gold Apple) 등이 대표적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후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러시아의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지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레투(Letu)가
1순위 채널로 꼽혔다. 이어 포프레쉬(4fresh), 골드애플(Gold Apple) 순으로
소비자 선호도 상위권에 올라 러시아를 대표하는 마켓 플레이스로 평가받
았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들은 시대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
의 움직임을 빠르게 감지해 이용자 니즈를 반영함으로써 치열한 온라인 쇼
핑몰 경쟁 속에서 성장 반열에 올라 입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채널은 향후 미래 소비층을 겨냥한 트렌디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 3] 러시아 인기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순위
순위

사이트명

1

사이트로고

URL

구분

Letu

letu.ru

화장품 쇼핑몰

2

4fresh

4fresh.ru

화장품 쇼핑몰

3

Gold Apple

goldapple.ru

화장품 쇼핑몰

4

ilebeaute

iledebeaute.ru

화장품 쇼핑몰

5

Krasotkapro

www.krasotkapro.ru

화장품 쇼핑몰

6

Randewoo

randewoo.ru

화장품 쇼핑몰

7

pnb

pnb-shop.ru

화장품 쇼핑몰

8

YVES Rocher

www.yves-rocher.ru

화장품 쇼핑몰

출처: 러시아 Top10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datainsigh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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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장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SNS채널은?
⦁러시아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중 91%는 인스타그램,
89%는 브콘탁테(ВКонтакте) 가입
러시아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SNS 채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이 91%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평균 팔로워 수는 4만 명에 달하며, 러시아
현지 화장품 매장의 68%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만 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 다른 SNS 채널 중의 하나인 브콘탁테는 인스타그램 다음으로 러시아
현지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았다. 페이스북(77%)이나 유튜브(46%), 트위터
(16%)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의
평균 팔로워 수는 2만 8,052명에 달한다.
2006년 텔레그램의 대표인 파벨 두로프가 개발한 브콘탁테는 러시아를 대표
하는 SNS 중 하나로, 현재 러시아뿐 아니라 동유럽과 슬라브권 국가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채널이다.
각 SNS 채널에 대한 가입률 분석을 토대로, 러시아 현지에서는 인스타그램과
브콘탁테를 통한 화장품 온라인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이 추천된다.

[그래프 5] 러시아 현지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 SNS 채널

출처: 러시아 Top10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datainsigh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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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가 사용 후기를 확인하는 채널

⦁소비자가 선호하는 화장품 구매후기 확인 경로는?
① 소셜네트워크 ② 리뷰 전문 플랫폼
러시아 소비자들 가운데 화장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고객 후기나 추천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4%가 페
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채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아이레코멘드’처럼 온라인 전문 사이트를 통해 리뷰 후기를 확인한다는 응
답자는 56.2%를 차지했으며, 오픈마켓 22.5%, 기타 온라인 채널 3.3% 순
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세부 조사에 따르면, SNS 채널의 경우 10대와 20대의 이용률이 각각
75.9%, 6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온라인 전문 사이트는 40대
(65.6%)와 30대(57.4%)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층에 따라
고객 후기나 제품 추천 여부를 확인하는 채널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채
널별 고객 후기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뷰티 전문가들은 러시아 현지 검색엔진에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노출되도록 상시 관리하는 동시에 SNS를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전문성 있는 블로거나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실사용자의 구매 후기를 중시하므로,
각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SNS 채널에서 실제 구매자들의 호평과 긍정적인
리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프 6] 고객 후기 또는 추천 확인 채널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화장품 구매 전 고객 후기 또는 추천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 32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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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러시아가 만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_ Vkontakte
⦁유저수 7,3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소셜네트워크
현지 화장품 브랜드 대다수, 브콘탁테를 활용한 팬페이지 운영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만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망인 브콘탁테는 이용자 수가
7,3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대표 SNS 채널이다.
러시아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채널로 분류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진출한 화장품 브랜드 대부분이 브콘탁테를 활용한 팬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브콘탁테를 이용중인 글로벌 브랜드 외 한국 브랜드에서도 브콘탁테에 대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인 홀리카홀리카(HOLIKA HOLIKA)에서
도 브콘탁테 팬페이지를 구성하여 러시아 시장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데,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팬페이지를 운
영중에 있는 모습이다.

[그림 2] 브콘탁테 화장품

출처: 브콘탁테 사이트 (v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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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리뷰 전문 사이트_IRECOMMEND.RU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비자 후기 플랫폼
⦁한국 중소 브랜드의 다양한 마케팅 툴로 활용 필요
온라인 쇼핑몰 특성상 오프라인 매장처럼 직접 상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
비자들은 상품 후기나 리뷰를 중시한다.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온라인 리뷰 전문
사이트는 ‘아이레코멘드(IRECOMMEND)’이다. 현지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비롯한
상품을 살 때, 먼저 제품 후기를 확인한 다음 구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 중 30% 이상이 친구들의 이용 경험을 듣거나
쇼핑몰 이용 후기를 확인하므로,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 관리에서 제품 후기를 비
롯한 고객 관리(CS) 활동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객 관리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소비 후기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국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은 제품 후기를 다양한 마케팅 툴로 아이리코맨드 등
의 리뷰 플랫폼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 아이레코멘드(IRECOMMEND) 사이트 제품 이미지

출처: 아이레코멘드 사이트 irecommen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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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후기, 인플루언서 및 유명 블로거의 영향도 높아

“화장품 구매시,
신뢰할만한 제품 후기를

⦁인기 블로거를 통한 사용 후기 작성도 고려 필요

확인하고 디자인을 평가한 후
최종 구매를 결정합니다.”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은 온라인 후기만큼이나 유명 인사 또는 블로거, 인
플루언서 등의 리뷰를 중시한다. 지난 2015년 러시아 엘르가 선정한 Top

Anastasia

뷰티 블로거들은 주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거나 혹은 사용 경험이 있는 화

/ 뷰티 블로거

장품이나 뷰티 솔루션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활용한 메이크업을
영상으로 소개해 수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뷰티 전문가들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상품 후기나 제품 리뷰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러시아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이 까다로워졌다고 평가
했다. 현지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제품에 대한
홍보만큼이나 양질의 품질과 효능을 검증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나 뷰티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해볼 것을 추천하며,
실제 사용 후기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리뷰 모니
터링과 이를 반영한 제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표 4] 러시아 인기 뷰티 블로거 Top8
순위

블로거 이름

구독자 수

주요 콘텐츠

1

엘레나 크리기나(ELENA KRYGINA)

561,111

메이크업 소개

2

미스앤시(MISSANNSH)

361,727

네일 및 메이크업 제품 등 소개

3

코프카테캣(KOFFKATHECAT)

319,858

브러쉬, 립스틱, 파우더, 하이라이터 등 뷰티 제품 소개

4

엘레나864(ELENA864)

356,335

화장품 리뷰

5

라자오네어(LIZAONAIR)

309,985

립스틱 등 뷰티 제품 및 메이크업 소개

6

마리 노보사드(MARIЕ NOVOSAD)

243,904

메이크업 소개

7

소니아 예스만(СОНЯ ЕСЬМАН)

1,451,403

천연 화장품 및 명품 브랜드 화장품

8

닛코코8(NIKKOKO8)

208,300

향수 등 뷰티 제품

출처 : 러시아 엘르 선정 Top 뷰티 블로거 (www.ell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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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를 활용한 러시아 화장품 마케팅 사례

① 러시아 브랜드 나투라시베리카(Natura Siberica)
⦁소비자 후기 리뷰, 기업 홈페이지 통해 적극 홍보
러시아 화장품 브랜드들은 고객의 사용 후기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러시아 브랜드 ‘나투라시베리카(Natura Siberica)’는 시베리아의 자생
허브 추출물로 만든 순수 자연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천연·유기농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인기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나투라시베리카(Natura Siberica)’가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온라인 리뷰 전문 사이트인 아이리코멘드에 올라온
제품 구매 후기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및 공유한 점이다. 제품 구매
후기와 사용 리뷰를 중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 구매 결정을 하는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이다.
나투라시베리카는 제품의 긍정적인 소비자 후기를 정보 플랫픔으로부터 수집
및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구매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소비자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 실제 구매 후기를 확인하고 상품을 주문하는 비율이 높아 브랜드
측에서는 사용 후기 공유를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림 3] 나투라시베리카(Naturo Siberika) 제품 후기 이미지

출처: 나투라시베리카 (naturasiberica.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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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러시아 브랜드 보타비코스(Botavikos)
⦁사용 후기 작성을 위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활용
러시아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보타비코스(Botavikos)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주력 생산하는 기업이다. 최근 건강과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트렌드가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 퍼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
장품의 품질과 효과뿐 아니라 기업 철학이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비건 화장품의 인기와 더불어 보타비코스 역시 현지 소비자들
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보타비코스는 소비자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SNS 크리에
이터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micro-influencer)를 활용해 마케팅 전략을 펼
치고 있으며, 실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따른 홍보 콘텐를 공유하여 소비자 거부감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제품 홍
보와 마케팅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 아이레코멘드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보타비코스(Botavikos) 제품 후기 이미지

출처: 아이레코멘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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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 브랜드,
소비자 후기 이벤트를 활용한 초기 제품 후기 확보 추천
현지 뷰티 전문가들은 까다로워진 러시아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현지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신제품이나 프로
모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추천했다.
화장품 브랜드가 직접 SNS 계정을 운영할 경우 신제품이나 프로모션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소비자와의 실시간
의사소통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지 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중소 브랜드라면 시장 초기 일정량의 제
품 후기를 확보하기 위한 이벤트 등의 활동이 요구된다. 리뷰 작성에 따른
경품 및 할인행사 등으로 일정 수의 소비자 후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잠재
고객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베스트 후기 소비자 경품 이미지

출처: 세스더마 (Sesde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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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후기보다, 실질적인 구매자 후기 축적 필요

⦁러시아 소비자 44.6%,
온라인 쇼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품에 대한 불신’ 꼽아
러시아에서 온라인 쇼핑에 친숙한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온라인 화장품
소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러시아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온라인 쇼핑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소비자 중에 온라인 쇼핑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
6%가 ‘온라인 쇼핑 불신’을 1위로 꼽았다. 이외 비싼 배송료(24.1%)와 적은
선택지(10.7%) 등이 온라인 쇼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정됐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수십만 명의 SNS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사가 화장
품을 홍보하는 일이 잦았지만, 이들이 협찬을 받은 대가로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고액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무조건 호의적인 리뷰를 쓰도록 하는 것
보다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해 최대한 객관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브랜드 홍보를 위한 장기적인 마케팅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그래프 7] 온라인 쇼핑 저해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온라인 쇼핑 미경험 소비자 112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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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광고성 후기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
신뢰할 수 있는 실구매자 후기 축적을 통한 장기적인 접근 필요
러시아 소비자들은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의 후기를 중시하므로, 실제
사용자들의 호평과 긍정적인 상품 리뷰는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딜로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긍정적인 상품 후기’는 러시
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저렴한 가격’, ‘가격할인
및 프로모션’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구매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유명 인사나 블로거 등이 브랜드로부터 협찬을 받은
뒤 대가성으로 쓰여진 상품 리뷰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실상 홍보성 후기에 대한 소비 신뢰도가 이제는 높지 않
은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연예인이나 방송인 등 유명 인사를 활용한 구매 후기가 과대광고 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최근에는 뷰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오피니언
리더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품 리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로 인해 대가성이 아닌 관련 화장품 실구매자의 제품
후기 등이 잠재 소비자로부터 보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고성이 아닌 실구매자의 긍정적인 후기를 얻는 것은 ‘제품 구매, 실제 사용,
품질적인 만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진출을 준비중인 기업은 시
간적인 투자와 우수한 제품 품질을 평가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현지 뷰티 전문가 인터뷰 요약
전문가

구매 후기에 대한 신뢰도

Victoria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리뷰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뷰티 블로거)

이제는 100% 신뢰할만한 블로그 리뷰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Elena

“저는 러시아 소비자들은 온라인의 광고성 리뷰를 예전만큼 신뢰한다고 생각하지

(Oriflame 운영자)

않습니다. 주변 지인, 친구, 실구매자의 후기를 더 믿는 편입니다.”

출처: 러시아 화장품 전문가 2명 인터뷰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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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후기 마케팅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현지 전문가가 추천하는 제품 후기 마케팅 7가지 체크리스트
실제 제품 이용자의 정성적인 소비 후기는 화장품 마케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후기 축적을 위해서는 화장품 브랜드 입장에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사전 준비활동이 요구된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서 작성한 제품 후기 마케팅 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문
항을 살펴보면, ‘제품 후기 사용 목적 정하기에서부터 후기 분석 방법까지’
준비 과정에 따라 후기의 사용 목적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매체에서 강조
하는 소비자 후기 중요사항 7가지는 아래와 같다.
① 서비스 품질 향상 or 고객 유치 등, 후기 수집의 목적 정하기
② 후기를 수집할 플랫폼 정하기 (목적에 따라 플랫폼 선택)
③ 후기글 수집 형태의 결정 (이미지 혼합 형태, 텍스트 형태 등)
④ 소비자 눈높이에 따른 제품 후기 작성 양식 제작
⑤ 아이리코멘드 등을 활용한 제품 리뷰 작성 홍보
⑥ 소비자 후기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방법 수립
⑦ 후기글 분석 (아이디어 개발, 제품 개선, 마케팅 기획 등)
[표 6] 제품 후기 마케팅 작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
No.

항 목

확 인

1

제품 후기를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설정하기
(ex, 제품 서비스 품질 향상, 고객 유치 등)

□

2

제품 후기 게시 플랫폼 선정
(ex,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

3

제품 후기 구성 형태 선정
(ex, 텍스트 형태, 사진 기반-SNS 후기 사진 콘텐스트 연계 등)

□

4

고객 제품 후기 작성 양식 제작
(ex, 고객이 적은 시간안에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양식)

□

5

이메일/뉴스레터 등을 통한 리뷰 작성 홍보
(ex, 자체사이트 및 아이리코멘드 등의 플랫폼 활용)

□

6

고객 제품 후기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피드백
(ex, 감사합니다, 지적한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겠다. 등)

□

7

고객 제품 후기 분석
(ex, 아이디어 개발, 제품 개선, 신제품 개발, 광고 캠페인 기획 등)

□

출처: 러시아 소비자 리뷰 활용 방법 (medianation.ru)

195

Issue #10

각질 제거제 소비패턴 변화 '물리적 → 화학적'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트러블로 고민, 각질 제거제 수요 성장
지성 피부 및 20대 소비층에서 화학적 각질 제거제 수요 높아
산기반 제품에 대한 위험도와 부작용을 해소해줄 홍보방법 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 고민이 증가하면서
러시아 소비자들이 모공 관리와 여드름 예방을 위한 각질 제거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러시아 소비자의 52.7%는 정기적인 각질 제거가 여드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성 피부와 20대에서 AHA/BHA 등
성분이 함유된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이 많은 편이다.
산-기반(Acid-based) 제품에 대한 위험도와 부작용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성의 제형
및 사용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성분 자체에 대한 강조보다는 소비자의 눈
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구와 각질 제거 효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커
뮤니케이션 전략도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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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비자들의 최근 피부 관심사는?

① 팬데믹 기간 러시아 소비자들, 스킨케어 위한 시간 투자 증가
⦁ 코로나19 기간 소비자 중 10%는,
페이셜 클렌저 · 마스크 · 필링 등의 사용 빈도 증가
⦁ 메이크업 사용 빈도 감소할 동안, 스킨케어 사용 빈도는 증가세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발표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팬데믹 기간 동안 뷰티 루틴의 빈도 변화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페이스 메이크업의 빈도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립 메이크업의 빈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42%, 아이 메이크업의 빈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37%를 차지했다.
반면에 페이셜 클렌저와 마스크, 필링 제품의 사용 빈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각각 10%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메이크업 대신에 스킨케어를 위한 시간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래프 1] 러시아 소비자의 팬데믹 기간 뷰티 루틴 빈도 변화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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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러시아 Z세대, 여드름 케어에 대한 관심 높아
⦁Z세대 32%, 페이셜 케어 및 클렌징 제품 구매 시
중요한 제품 종류로 여드름 케어 제품 꼽아
스태티스타(Statista)에서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셜 케어 및 클렌징
제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3가지 품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데이 크림, 나이트 크림, 클렌징 밀크/젤/폼이 상위를 차지해 데일리
뷰티 루틴에서 사용하는 크림류와 클렌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러시아의 Z세대 소비자 중 32%는 페이셜 케어 및 클렌징 제품 구매 시
중요한 품목으로 여드름 방지 제품을 꼽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드름 케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필링 제품은 전체 응답자의 12%가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밀레니얼 소비자의
14%가 필링 제품을 중요 제품으로 꼽았다. 각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이 발생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미루어 봤을 때 여드름 케어
제품 라인업에 필링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2] 페이셜 케어 및 클렌징 제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한 3가지 품목

출처: 스태티스타(Statista), Content Special: Beauty & Cosmet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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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예방을 위해 중요 요소는, 각질 제거 및 딥/더블 클렌징
⦁여드름 전용 화장품 사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도 다수
러시아에 거주하는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드름 예방을 위해 가장 중
요한 요소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5.7%가 각질 제
거를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딥/더블 클렌징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18.
4%를 차지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여드름 예방을 위해 각질 제거와 딥 클렌징을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각질 제거는 10-40대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 사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소비자는 8.7%를
차지했으며, 약국 화장품 사용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8.3%를 기록해 17%의
소비자는 여드름 전용 화장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3] 여드름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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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모공 트러블 문제 부각
⦁전문가들, 마스크 때문에 모공 막힘이 빈번하게 발생
⦁모공을 막지 않는(Non-comedogenic), 제품 수요 증가
러시아 뷰티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모공이
막히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마스크로 인한 모공 트러블로 고민하
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출처: YUNNA 웹사이트
(ecobeauty24.ru)

이로 인해 러시아 소비자들은 마스크로 고통받고 있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
해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Non-comedogenic)’ 화장품을 찾기 시
작했으며 관련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페이셜 오일 종류별로
논코메도제닉 레벨을 분류해 모공 막힘 및 여드름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콘텐츠도 확산하며 모공 트러블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우려가 늘고 있다.
논코메도제닉 화장품은 각질 등이 모공 안쪽에 쌓이는 ‘모공 막힘 가능성
(Comedogenicity)’이 낮은 제품을 의미하며,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
유되어 있지 않아 트러블이 잦은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다.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각질이 모공을 막지 않도록 정기
적인 각질 제거제 사용 또한 모공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질 제거에 대한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Expert Interview ]

“마스크를 착용하면 모공이 많이 막힙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논코메도제닉 제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Alyona / Aromallux 매장 관리자

“마스크는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 이에도
논코메도제닉 제품에 대한 수요는 항상 많습니다.”
Victoria(B) / 프리랜서 에디터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 피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미
고통받고 있는 피부를 다시 한번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모두가
논코메도제닉 치료법을 찾고 있습니다.”
Valeria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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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4] 각질 제거제 관련 키워드 포트폴리오

출처: 러시아 뷰티 데이터 19,964건 분석 결과 (2018.01.01-2021.06.30)

●

▶

Big Data Analytics : Exfoliant

주요 키워드
강신호

약신호

빅데이터를 통해 러시아의 ‘각질 제거제’ 관련 키워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만달릭애시드

모공 컨트롤

‘만델릭애시드(mandelic_acid)’, ‘시트릭애시드(citric_acid)’, ‘블랙 헤드(Bla

시트릭 애시드
블랙헤드

ck head)’, ‘각질 제거제(Exfoliant)’, ‘논코메도제닉(non_comedogenic)’,
‘락틱애시드(lactic_acid)’, ‘디오디너리’ 등 7개 키워드가 강신호로 확인되
었으며, 약신호로는 ‘모공 컨트롤’이 감지되었다.

각질 제거제
논코메도제닉
락틱애시드

블랙헤드, 안티 블랙헤드, 모공 컨트롤, ‘논코메도제닉’과 같은 모공 관련
키워드들을 볼 수 있어 각질 제거제의 주요 효능인 블랙헤드와 모공 관리
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디오디너리

연관 성분으로는 시트릭애시드, 락틱애시드, 말릭애시드 등 여러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들이 확인되었으며, 키워드 성장률 면에서 ‘만델릭애시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브랜드로는 디오디너리(the_ordinary)가 확인되어 화학적 각질
제거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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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피부 상태는?

⦁러시아 소비자, 희망 피부 타입으로 트러블 없는 피부 가장 선호
⦁특히, 10-20대에서 트러블 없는 피부에 대한 니즈 높아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피부 타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3%가 트러블 없는 피부를 1순위로 꼽으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10대(42.5%)와 20대(38%)에서 트러블 없는 피부에 대한 니즈가
높았으며 30대는 27.3%, 40대는 25.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는 기미, 주근깨 없는 피부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17.4%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30-40대는 탄력있는
피부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각각 20.3%와 21.7%를 차지해 10-20대에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래프 5] 러시아 소비자의 희망 피부타입 (1순위)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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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 52.7%, 정기적인 각질제거가 여드름 예방에 도움
⦁20/30/40대 동의율이 높아, 각질 제거의 효용가치 높게 인식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각질 제거제 사용이 여드름
예방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2.7%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4%였으며 비동의 응답자는 19.9%에 불과했다.
특히 20-40대에서 동의율이 높았으며 30대의 60.9%, 40대의 59%, 20대의
52.9%가 여드름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인 각질 제거의 효용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10대는 32.5%가 동의를 표했으며 32.5%의 소비자는 보통이라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각질 제거의 여드름 예방 효과에 대한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래프 6] 정기적인 각질 제거제 사용은 여드름 예방에 효과적이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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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vs 물리적, 소비자는 각질 제거제를 어떻게 쓸까?

⦁소비자 중 18.0%는 페이셜 각질 제거제를 정기적으로 사용중
⦁특히 지성 피부와 20대에서 각질 제거제 정기 사용 비율 높아
러시아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셜 각질 제거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8.0%가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부 타입별 세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지성 피부에서 각질 제거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20.9%를 차지해 건성 피부보다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각질 제거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24.8%로
가장 높았으며 40대(18.1%), 30대(17.2%), 10대(8.8%) 순으로 뒤를 이어 지성
피부와 20대에서 각질 제거제의 정기적인 사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 7] 페이셜 각질 제거제 정기적 사용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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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vs 물리적 각질 제거제 중, 물리적 선호 비중 더 높아
⦁30대는 천연 성분을 이용한 물리적 각질제거를 많이 하는 편
⦁20대 지성 피부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 두드러져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적 각질 제거제와 물리적 각질 제거제의
사용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탕, 소금 등 천연성분을 이용한 물리적
각질 제거제의 사용 비중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32.3%의 러시아 소비자가 천연성분을 이용한 각질 제거제를 주로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30대 소비자의 사용률이 42.2%를 기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물리적 각질 제거제를 많이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도 33.7%의
사용률을 보였으며 10대와 20대는 각각 23.8%, 26.4%로 집계되어 30-40대의
물리적 각질 제거제 사용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29.6%는 AHA/BHA 등 성분이 함유된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20대(39.7%)와 지성 피부(36.2%)에서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이 두드러졌다.

[그래프 8] 천연성분 각질 제거제(설탕/소금 등) 선호 여부

[그래프 9] 화학적 각질 제거제(AHA/BHA) 선호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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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석푸석한 피부결'이 화학적 각질 제거제 최초 사용 계기
⦁20대는 '다른 사람의 추천',
40대는 '피부 노화 방지’로 인한 최초 사용이 두드러져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염려하지 않는 러시아 소비자 대상으로
화학적 각질 제거제의 최초 사용 계기를 조사한 결과, ‘푸석푸석한 피부결’이
43.8%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10대-30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10대의 44.9%, 20대의 50%, 30대의 46.9%가 푸석푸석한 피부결
때문에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피부 건조 심화(27.9%), 다른 사람의 추천(26.9%), 피부 안색/생기
부족(22.9%) 순으로 사용 요인을 꼽았으며, ‘피부 건조 심화’는 10대(38.8%)와
20대(31.3%)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20대는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37.5%를
기록했으며, 40대는 ‘피부 노화 방지’로 인한 최초 사용이 43.6%를 기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프 10] 화학적 각질 제거제 최초 사용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염려하지 않는 소비자 201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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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각질 제거제 경험자 중 51.2%, 살리실산 성분 사용
다음으로 락틱산_젖산(30.8%) 사용 경험 많아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염려하지 않는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성분을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살리실산이
5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 세부 응답 결과에서는 20-30대의 살리실산 사용 경험이 높았으며
20대의 54.7%, 30대의 53.1%가 살리실산 성분의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락틱산(젖산) 성분의 사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8%의
소비자가 락틱산(젖산)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래프 11] 화학적 각질제거 성분 사용 경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염려하지 않는 소비자 201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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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형과 성분의 각질 제거제 시장 입점

⦁필링젤 · 토너 · 필링 패드 · 페이셜 마스크 등의 다양한 제형

● 전문가 인터뷰

“리모니 애플 페이셜 필링젤
같은 각질 제거용 필링 제품을
자주 사용합니다.

⦁천연 성분의 토너 및 필링 패드, 데일리 각질 제거제로 인기
⦁AHA/BHA 문구를 내세우기보다 천연 유래 성분 강조

모공 관리를 위해서는
엘리자베카 밀키피기

각질 제거제는 필링젤부터 토너, 패드, 페이셜 마스크 등 다양한 유형으로

헬포어 퍼펙트 와인 스파클링

판매되고 있다. 과일, 천연성분을 내세워 저자극 각질 제거를 소구하는

필링 패드를 사용합니다.”

토너, 필링 패드가 데일리 각질 제거제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Valeria

AHA, BHA 문구를 직접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과일, 식물 등 천연 유래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성분을 강조해 자극 없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제품으로 홍보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과일 줄기세포와 마누카꿀, 유기농 호박, 글리콜산
AHA 성분이 함유된 ‘안달루 내추럴스의 펌킨허니 글리콜산 마스크’,
과일산과 사과 추출물을 베이스로 한 ‘리모니 프레쉬 스킨 어메이징 애플
페이셜 필링젤’, 토닝 로션과 각질 제거제가 하나로 합쳐진 ‘에스티로더
퍼펙틀리 클린 멀티 액션 토닝 로션/리파이너’, 세안을 하면서 묵은 각질도
함께 제거할 수 있어 일명 ‘세수팩’으로 유명한 ‘블라이드 패팅 워터 팩
리쥬비네이팅 퍼플 베리’가 있다.

[표 1] 주요 각질 제거 제품
구분

내용

제품 사진

브랜드

안달루 내추럴스

리모니

에스티로더

블라이드

(ANDALOU NATURALS)

(LIMONI)

(ESTEE LAUDER)

(BLITHE)

펌킨 허니

프레쉬 스킨 어메이징

멀티 액션

글리콜산 마스크

애플 페이셜 필링젤

토닝 로션/리파이너

(Pumpkin Honey

(Fresh Skin Amazing

(Perfectly clean

Glycolic Mask)

Apple Facial Peeling Gel)

Multi-Action

퍼펙틀리 클린

제품명

Toning Lotion/Refiner)

유형

마스크

젤

토너

패팅 워터 팩
리쥬비네이팅 퍼플 베리
(Patting Water Pack
Rejuvenating
Purple Berry)

워터 팩

출처: 아마존(amazon) 쇼핑몰(amazon.com) / 리모니(LIMONI) 러시아 홈페이지(limoni.ru)
에스티로더(ESTEE LAUDER) 러시아 홈페이지(esteelauder.ru) / 아이레코멘드(IRECOMMEND) 웹사이트(irecommen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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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링젤과 스크럽 분야에는 유럽 더마 및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 진출
⦁소프트 · 젠틀 등의 문구 내세워 자극이 적음을 강조
각질 제거제의 대표적인 유형인 필링젤과 스크럽은 다수의 유럽 더마
화장품과 럭셔리 수입 브랜드 등이 진출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소프트’, ‘젠틀’ 등의 문구를 내세워 저자극 각질 제거를
강조하고 있다.
라로슈포제는 초미립자의 알갱이가 피부의 민감도를 고려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는 ‘피지올로지컬 울트라 파인 스크럽’을 판매하고 있으며,
더샘은 미세한 식물 유래 셀룰로오스 입자가 피부 표면에서 부드럽게
밀리면서 피부를 거칠게 하는 묵은 각질과 모공 속의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셀 리뉴 바이오 마이크로 필 소프트 젤’을 판매 중이다.
한편, 시세이도는 부드러운 두부 질감의 각질 제거제 ‘와소 소프트+쿠시
폴리셔’를 선보였으며, 친환경 식물성 바이오 과립(Granule)이 피부를
부드럽게 정돈해주고 두부의 콩에 함유된 레시틴이 피부결과 피부톤을
개선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표 2] 저자극 스크럽 및 필링젤 참고 제품
구분

내용

제품 사진

브랜드

제품명

유형

라로슈포제

더샘

시세이도

(LA ROCHE-POSAY)

(the SAEM)

(SHISEIDO)

피지올로지컬

셀 리뉴 바이오

울트라 파인 스크럽

마이크로 필 소프트 젤

와소 소프트+쿠시 폴리셔

(Physiological

(Cell Renew Bio

(WASO Soft + Cushy Polisher)

Ultra-Fine Scrub)

Micro Peel Soft Gel)

스크럽

필링젤

스크럽

출처: 아이레코멘드(IRECOMMEND) 웹사이트(irecommend.ru) 및 시세이도(SHISEIDO) 러시아 홈페이지(shiseid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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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 간편하게 각질을 제거하는 필링 패드로

● 전문가 인터뷰

현지 소비자들에게 인기

“씨라클 포어 컨트롤
블랙헤드 오프 시트와
네오젠 와인 거즈 필링 패드를

⦁씨라클, 엘리자베카 밀키피기, 네오젠 등
다양한 한국 브랜드 각축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롱에서 클리닉을 받는 것보다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간편하게 각질을 제거하는 필링 패드로 현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씨라클, 엘리자베카 밀키피기, 네오젠 등
다양한 한국 브랜드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Anna
/ Mimibox 운영자

먼저 ‘씨라클 포어 컨트롤 블랙헤드 오프 시트’는 순면 코튼 시트에
내용물을 담아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피지를 용해하여 모공 속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부드럽게 제거하는 필링 패드로, 현지 뷰티 전문가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된 제품이다.
‘엘리자베카 밀키피기 헬포어 퍼펙트 와인 스파클링 필링 패드’도 인기제품
중에 하나로, 촉촉한 와인 에센스가 적셔진 순면 선면패드(목화솜에서
추출한 자연섬유)와 부드러운 엠보패드 두 가지 면으로 제작되어 더 빠른
필링과 더 빠른 피부결 정돈이 가능함을 소구하고 있다.
‘네오젠 바이오 필 거즈 필링 와인’은 네트워크 매쉬 직조 방식의 100%
순면 실패드와 피부 밀착력을 높이는 쿠션 패드, 남아 있는 미세 각질과
잔여물까지 말끔하게 제거해주는 물결 패드까지 3겹으로 구성된 ‘3중 거즈
필링’을 홍보하며 특화성을 부여했다.
[표 3] 한국 화장품 브랜드 ‘필링 패드’ 참고 제품
구분

내용

제품 사진

브랜드

제품명

씨라클

엘리자베카 밀키피기

네오젠

(Ciracle)

(Elizavecca Milky Piggy)

(NEOGEN)

포어 컨트롤

헬포어 퍼펙트

바이오 필

블랙헤드 오프 시트

와인 스파클링 필링 패드

거즈 필링 와인

(Pore Control

(Hell-Pore Perfect

(Bio-Peel

Blackhead Off Sheet)

Wine Sparking Peeling Pad)

Gauze Peeling Wine)

출처: 아이레코멘드(IRECOMMEND) 웹사이트(irecommend.ru) / 얀덱스 마켓(Yandex.Market) 웹사이트(market.yandex.ru)
와일드베리(WILDBERRIES) 쇼핑몰(wildberrie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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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을 네이밍으로 강조한 화학적 각질 제거제 등장

⦁AHA, BHA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들, 성분의 전문성 강조
⦁대표 화학적 각질 제거제, 디오디너리 AHA 30% · BHA 2% 솔루션
⦁한국 코스알엑스와 위시트렌드 제품이 성분 강조한 네이밍 전략
AHA, BHA 문구를 제품 네이밍으로 적용해 전면에 내세운 화학적 각질
제거제도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성분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학적 각질 제거제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디오디너리는 ‘AHA 30%+BHA
2% 필링 솔루션’을 판매 중으로, 표피의 각질을 제거하는 AHA 30%와
막힌 모공을 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BHA 2%가 결합되어 피부의 안색을
개선하고 보다 완벽하게 각질을 제거한다고 소구한다.
한국의 코스알엑스도 성분을 강조한 ‘AHA 7 화이트헤드 파워 리퀴드’를
선보였다. 사과수와 AHA 성분이 거칠어진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어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트리트먼트 리퀴드 에센스로,
글리콜산(AHA)이 7% 함유되어 있다. 바이위시트렌드는 다른 AHA 성분과
달리 피부 표면의 불필요한 각질을 녹여주면서 자극이 적은 만델릭애씨드를
5% 처방한 각질 토너 ‘만델릭애씨드 5% 스킨프렙 워터’를 판매하고 있다.

[표 4] AHA/BHA 성분을 강조한 각질 제거 제품
구분

내용

제품 사진

브랜드

디오디너리

코스알엑스

바이위시트렌드

(The Ordinary)

(COSRX)

(By Wishtrend)

AHA 30%+BHA 2%
제품명

필링 솔루션

AHA 7 화이트헤드 파워 리퀴드

(AHA 30%+BHA 2%

(AHA 7 Whitehead Power Liquid)

Peeling Solution)

만델릭애씨드 5% 스킨프렙 워터
(Mandelic Acid 5%
Skin Prep Water)

출처: 데시엠(DECIEM) 홈페이지(deciem.com) / 현지 매장 조사 결과물 / 와일드베리(WILDBERRIES) 쇼핑몰(wildberrie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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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각질 제거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 소비자 51.2%, AHA/BHA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에 우려 표명
⦁ 천연성분의 물리적 각질 제거제를 많이 이용하는 30대에서
우려 높아
⦁ 30대를 메인 소비자층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에 대한 우려
여부를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1.2%의 소비자가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설탕, 소금 등 천연성분의 물리적 각질 제거제를 많이 이용하는
30대의 61.7%가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이 걱정된다는 데 동의를 표하며
타 연령대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적인 각질 제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각질 제거가 여드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천연성분 기반의 물리적 각질 제거제를
선호하는 30대에서 화학적 각질 제거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0대 소비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저자극 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그래프 12]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이 걱정된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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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 위험도,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 저해 요인으로 꼽혀
⦁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확실하지 않은 효과도,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염려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3.1%의 소비자가 ‘위험도’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부작용 가능성과 확실하지 않은 효과도 각각 41.7%의 비중을 보이며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산(Acid) 성분에 대한 위험도 및 부작용 우려와 함께 각질 제거 효과에
대한 확신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따른 모공
트러블 문제의 증가로 각질 제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화학적 각질 제거제의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프 13]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 저해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염려하는 소비자 211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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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성분 기반(Acid-based) 각질 제거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 불식시킬 방법 고민 필요
⦁저자극성, 피부에 닿는 시간을 줄이는 패드형, 부드러운 사용감 등
산 성분 기반(Acid-based)의 각질 제거에 대한 피부 자극과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저자극성’을 강조한 제형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러시아 뷰티 전문가 중에서도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는 트러블 악화가
우려되어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저자극성의
순한 제품은 자극이나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묵은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피부 개선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AHA/BHA 등 전문 성분의 사용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부작용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피부에 닿는 시간을
줄인 필링 패드 또는 가볍게 닦아내는 토너 타입, 부드러운 사용감을
강조한 젤 제형의 필링 제품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Expert Interview ]

“나는 피부에 문제가 있고 피부 트러블을 더 악화시킬까 우려되어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Kseniya / Estée Lauder 메이크업 아티스트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본 적이 있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청소하고 재생하는 것처럼 피부를
매우 시원하게 재생시켜 줍니다. 피부결을 개선하기 위해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순한 각질 제거 제품인 ‘시세이도 와소 소프트+쿠시 폴리셔’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Valeria / NXY 메이크업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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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각질 제거제, 러시아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려면?

⦁AHA/BHA와 같은 전문 성분으로 여겨져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
⦁AHA/BHA 성분 자체에 대한 강조보다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와 각질제거효과 부각해야
AHA/BHA와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제에

사용되는

성분들은

식물추출물이나 기존에 많이 알려진 성분에 비해서는 다소 전문적으로
여겨져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화학적 각질 제거제가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AHA/BHA 성분 자체에 대한 강조보다는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구와 각질 제거의 효과 자체를 부각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길어지면서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각질 제거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지금, 부작용 우려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성 각질 제거제에 대한 고민과 효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된다.

[Expert Interview ]

“한 번도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본 적 없습니다. 피부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시도하기엔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Victoria(B) / 프리랜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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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패널조사 결과물

Issue 1. 코스메슈티컬 시장이 주목하는 성분은?
Q.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기대하는 효과

출처: 코스메슈티컬 설문에 응답한 러시아 소비자 205명 중,
코스메슈티컬 사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사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 52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경험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코스메슈티컬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205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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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경험자 연령별 비중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코스메슈티컬 사용 경험이 있는 23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Q.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전문가 추천의 영향 정도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스킨케어 구매 시 전문가 추천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자 96명의 연령별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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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 경험 코스메슈티컬 종류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코스메슈티컬 사용 경험이 있는 23명 응답 결과 (2021.07.23.-2021.07.30)

Q. 향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의사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코스메슈티컬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용해본 적 없는 러시아 소비자 5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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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Q. 향후 사용 희망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종류

출처: 코스메슈티컬 설문에 응답한 러시아 소비자 205명 중,
코스메슈티컬 사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사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 51명(무응답 제외)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사용 요인

출처: 코스메슈티컬 설문에 응답한 러시아 소비자 205명 중,
코스메슈티컬 사용 경험이 있거나 향후 사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 51명(무응답 제외)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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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Issue 2. 성장하는 그린뷰티와 러시아 현지 브랜드
Q. ‘친환경 트렌드가 향후 화장품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이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스킨케어 화장품 구매 시 윤리 소비 혹은 친환경 컨셉여부 확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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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 현지 스킨케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신뢰도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스킨케어 제품 구매 시 원산지 비중 선호도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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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 현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현지 스킨케어 브랜드 제품 선호 소비자 26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천연 성분으로 만든 스킨케어 제품 주사용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223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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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린뷰티 인지도에 대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친환경 트렌드 성장 동의 404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그린뷰티 제품에 대한 사용 의향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현지 친환경 뷰티 트렌드 성장 동의 소비자 404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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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Q. 그린뷰티 화장품의 피부 트러블 유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친환경 트렌드 성장 동의 404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그린뷰티 화장품은 피부에 긍정적이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현지 친환경 뷰티 트렌드 성장 동의 소비자 404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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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Q. 사용 의향이 있는 친환경 제품 종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친환경 제품 사용에 우려가 없다라고 응답한 소비자 340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러시아 친환경 뷰티 트렌드 강세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친환경 트렌드 성장 동의 404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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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구매 시 친환경 확인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현지 친환경 뷰티 트렌드 성장 동의 소비자 404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러시아 현지 화장품 구매 저해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현지 스킨케어 브랜드 비선호 소비자 65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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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Issue 3. K-뷰티 성장동력 ‘인디 브랜드’
Q. 1년 이내 한국 화장품 구매 경험 여부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한국 사람들의 피부는 건강해보인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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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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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Q. 러시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한국 메이크업 스타일과 영역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한국 메이크업 스타일 선호 응답자 17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러시아 소비자 구매 경험 한국 화장품 종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한국 화장품 구매 경험자 115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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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Q.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각자의 컨셉이 확실하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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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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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Q. 모조 한국 화장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한국 드라마 시청을 즐기는 편이다에 대한 동의여부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뷰티 브랜드 설문에 응답한 20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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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아시안 뷰티 및 화장품 관련 정보 수집 채널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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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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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Issue 4. 팬데믹 이후 유행할 메이크업 스타일
Q. 러시아 소비자 메이크업 선호 부위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메이크업 고려요인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37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러시아 소비자 메이크업 제품 구매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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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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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볼드한 메이크업보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인가기 지속될 것이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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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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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Issue 5. 시카(CICA) 화장품 시장, 더 성장할 것
Q. 스킨케어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러시아 소비자가 시카 성분에 기대하는 효과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시카 성분에 대한 인지를 보유한 4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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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시카 성분 화장품 사용 경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시카 성분 설문 응답자 20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향후 시카 성분 화장품 사용 의사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시카 성분 인지 보유자 4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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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Q. 사용 경험 시카 성분 화장품 종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시카 성분 화장품 사용 경험 있는 러시아 거주 소비자 1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피부 민감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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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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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러시아 소비자의 새로운 제품 및 성분 사용 선호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사용 희망 시카 성분 화장품 종류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시카 성분에 대한 인지를 보유한 4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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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Issue 6. 마이크로바이옴, 성장할까? 실패할까?
Q.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사용 기대효과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마이크로바이옴 사용 경험자 및 사용 의향 보유 대상자 92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사용 경험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마이크로바이옴 성분 설문 응답자 20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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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사용해본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종류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마이크로바이옴 사용 경험자 5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사용 의향

출처 :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마이크로바이옴 미사용자 9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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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Issue 7. 세라마이드/판테놀, 판매 영역 확대
Q. 러시아 소비자의 피부 타입 (건성/지성)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민감한 피부 VS. 건강한 피부 비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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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피부 민감도별 피부 타입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피부 보호 또는 보습에 도움이 되는 스킨케어 제품 선호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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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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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Q.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세라마이드/판테놀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 207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사용 경험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종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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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Q. 세라마이드/판테놀 기대 효과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자 및 사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 13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향후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의향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을 알고 있으나, 사용 경험이 없는 소비자 61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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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Q. 사용 희망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종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세라마이드/판테놀 화장품 사용 경험자 및 사용 의향이 있는 소비자(기대효과 무응답자 2명 제외) 136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245

Ⅳ. 부록

▪

Cosmetic Trend Report 2021
Ⅰ. 러시아 국가 개황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Issue 8. 당분간 지속될 시트마스크 인기
Q. 페이셜 마스크 사용 빈도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페이셜 마스크 사용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페이셜 마스크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26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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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Q. 한국산 페이셜 마스크 구매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페이셜 마스크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268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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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9. 결정적 화장품 구매요인 ‘제품 후기’
Q. 화장품 구매 전 고객 후기 또는 추천 여부 확인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온라인 쇼핑 경험 소비자 37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온라인 쇼핑 경험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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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 후기 또는 추천 확인 채널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화장품 구매 전 고객 후기 또는 추천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 329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온라인 쇼핑 저해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중,
온라인 쇼핑 미경험 소비자 112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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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0. 각질 제거제 소비패턴 변화 '물리적 → 화학적'
Q. 여드름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러시아 소비자의 희망 피부타입 (1순위)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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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기적인 각질 제거제 사용은 여드름 예방에 효과적이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페이셜 각질 제거제 정기적 사용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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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연성분 각질 제거제(설탕/소금 등) 선호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화학적 각질 제거제(AHA/BHA) 선호 여부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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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학적 각질 제거제 최초 사용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염려하지 않는 소비자 201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Q. 화학적 각질제거 성분 사용 경험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염려하지 않는 소비자 201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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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이 걱정된다에 대한 동의율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07.22-2021.07.26)

Q.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 저해 요인

출처: 러시아 거주 소비자 412명 중,
AHA/BHA 등 화학적 각질 제거제 사용을 염려하는 소비자 211명 응답 결과 (2021.07.22-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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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키워드 Raw Data
Issue 1. 코스메슈티컬 시장이 주목하는 성분은?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세라비

2.76

99.82

강신호

2

리브레덤

3.82

71.24

강신호

3

바이오더마

3.17

67.29

강신호

4

바쿠치올

0.29

62.00

강신호

5

유리아쥬

3.12

53.51

강신호

6

아벤느

1.49

20.88

강신호

7

라로슈포제

8.33

6.42

강신호

8

진정시키는

1.62

7.49

강신호

9

파마슈티컬

1.91

1.50

강신호

10

레티놀

28.16

2.48

강신호

Issue 2. 성장하는 그린뷰티와 러시아 현지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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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그린 뷰티

-0.42

23.41

약신호

2

네츄라 시베리카

4.52

-8.25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3

오가닉

25.41

-10.29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4

내추럴

165.68

-14.52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5

러시아

53.94

-14.02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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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3. K-뷰티 성장동력 ‘인디 브랜드’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바이오레

-0.17

99.27

약신호

2

디오_백스테이지

2.11

96.17

강신호

3

스킨푸드

-0.25

63.74

약신호

4

디어_다힐라

-0.61

49.62

약신호

5

샬럿_틸버리

1.50

19.50

강신호

6

투쿨포스쿨

-0.54

13.11

약신호

7

한국_뷰티

0.32

6.30

강신호

8

인디

2.89

-6.81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Issue 4. 팬데믹 이후 유행할 메이크업 스타일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비비안_사보

4.07

22.40

강신호

2

맥스_팩토

3.86

19.47

강신호

3

마스카라

86.32

2.56

강신호

4

아이라이너

33.04

0.30

강신호

5

아이쉐도우

32.11

-1.42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6

아이브로우

40.62

-2.27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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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5. 시카(CICA) 화장품 시장, 더 성장할 것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시카 추출물

-0.47

43.92

약신호

2

시카

-0.12

38.82

약신호

3

에르보리앙

10.95

2.26

강신호

4

디올

38.64

-12.00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Issue 6. 마이크로바이옴, 성장할까? 실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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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마이크로바이옴

4.49

28.77

강신호

2

알러지

2.68

18.79

강신호

3

포스트
바이오틱스

-0.57

16.84

약신호

4

프로바이오틱스

5.99

-4.95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5

면역

10.02

-10.31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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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7. 세라마이드/판테놀, 판매 영역 확대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세라마이딘

-0.65

19.68

약신호

2

판테놀

7.80

11.59

강신호

3

리페어

9.46

-1.34

4

모이스춰라이징

91.99

-8.38

5

장벽

19.06

-10.29

6

부드러운

62.39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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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8. 당분간 지속될 시트마스크 인기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시트 마스크

3.95

16.22

강신호

2

머드

1.81

8.06

강신호

3

글램글로우

3.12

0.57

강신호

4

패치

4.68

-2.10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5

리더스

1.57

-4.65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6

아이 마스크

0.81

-6.26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7

페이셜 마스크

12.85

-8.96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8

안티 스트레스

1.53

-12.49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9

스트레스

52.80

-12.70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10

마스크

183.14

-14.75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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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9. 결정적 화장품 구매요인 ‘제품 후기’
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레듀

2.58

137.14

강신호

2

아이허브

2.05

63.17

강신호

3

리브가우체

4.35

37.41

강신호

4

골든애플

3.00

22.37

강신호

5

세포라

14.77

12.33

강신호

6

아이리코맨드

0.31

8.30

강신호

Issue 10. 각질 제거제 소비패턴 변화 '물리적 →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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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키워드

미래신호
발생률

미래신호
성장률

미래신호

1

만달릭애시드

1.10

327.47

강신호

2

시트릭 애시드

0.87

71.05

강신호

3

블랙헤드

0.42

60.19

강신호

4

각질 제거제

2.42

26.39

강신호

5

모공 컨트롤

-0.55

25.29

약신호

6

논코메도제닉

0.53

25.15

강신호

7

락틱애시드

4.45

9.45

강신호

8

디오디너리

0.54

6.73

강신호

9

AHA

7.01

-4.23

강하진 않지만
잘 알려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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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①) 2017-2021년 예측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

(방법 ②) 2017/2021년 예측 트렌드 연관어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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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키워드 발생률 시계열(분기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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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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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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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2017

2021

상관 값 - 1
상관 값 - 2
상관 값 - 3

상관 값 - 1
상관 값 - 2
상관 값 - 3

비교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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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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한 러시아 화장품 소비
‘럭셔리 · 뷰티살롱'에서 '셀프케어 · 기능성'으로

뷰티 제품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인 러시아의 화장품 소비는 코로나19
타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 이후 급속도로
증가 및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는 러시아 소비자의 화장품 소비활동을 보다 스마트하게 변화시키기도
했는데 ① 고급 화장품에서는 의약 성분이, ② 시술 분야에서는 셀프 키워드가
등장하였으며, ③ 유럽 브랜드 중심의 소비 문화를 다양한 국가 브랜드로 확장
시키도 하였다.

출처 : 2017-2021년, 러시아 뷰티 이슈 기사 4,200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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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럭셔리 고객층이 주목하는 ‘약용 화장품’

▶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

2021년 상반기 고급(Luxury)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540.0% 증가

경기 침체 지속되던 시기에도
럭셔리 브랜드의 성장 지속,
러시아 화장품 고객들의

러시아 내 럭셔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고급(Luxury) 키워드를

유명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포함한 뷰티 이슈 발생 비율은 2017년 상반기 1.38%에서 2021년 상반기

‘고급 화장품 수요 지속’

8.64%까지 증가하였다.

⦁

침체된 경제상황 속 상위 10% 소득은 오히려 크게 성장,
럭셔리 시장도 17년 대비 22년 30% 이상 성장 전망

러시아의 장기 경기침체에도 럭셔리 시장 규모는 2022년 6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 시장에서는 고급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주목하고 있으며, 러시아 럭셔리 고객층은 기미나 피부 건조를 관리하기
위해 트라넥사민산, 히알루론산 등 의약 성분이 포함된 약용 화장품을
찾고 있다.

2017-2021년, 고급(Luxury)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출처 : 2017-2021년, 러시아 뷰티 이슈 기사 4,200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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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판매중인
약용 화장품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감소/소멸> 에스테틱(Aesthetic), 클리닉(Clinic), 스파(Spa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부 관리실의 수요 급감

program)

2017년 고급 화장품을 대표하던 에스테틱, 클리닉 관련 키워드는 2021년
들어 감소하였다. 에스테틱샵은 당시 전문 피부 관리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 수요가 높았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에스테틱 샵
자체의 방문이 어렵게 되자 그 수요가 감소하였다.

⦁

<증가/신규> 트라넥사민산(TranexamicAcid), 히알루론산(HyaluronicAcids)

⦁

의약 성분 포함된 '약용 화장품' 인기

2021년 고급 화장품을 소비하는 고객층은 의약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약용
화장품을 찾기 시작했다. 트라넥사민산은 멜라닌 생성을 차단해 기미를
억제하고 색소 침착을 개선하며,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존재하는 생체 합성
천연 물질로 보습 효과가 있다. 이들 성분을 포함한 스킨케어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의약 성분 관련 키워드의 발생량이 증가하였다.

2017/2021년, 고급(Luxury)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7

2021

Spa program

스파

0.29

0.00

감소/소멸

Aesthetic

에스테틱

0.27

0.00

감소/소멸

Clinic

크리닉

0.25

0.00

감소/소멸

Tranexamic Acid

트라넥사민산

0.00

0.14

증가/신규

Hyaluronic Acids

히알루론산

0.00

0.10

증가/신규

Anti-pigmentation

색소 침착 방지

0.00

0.10

증가/신규

Lactic Acid

젖산

0.00

0.01

증가/신규

출처 : 2017-2021년, 러시아 뷰티 이슈 기사 4,200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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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전문가 추천 제품에서 셀프 케어로

▶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

2021년 상반기 관리(Treatment)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222.2% 증가

러시아 실질소득 감소로
신중한 소비 성향 보이지만,
자기 관리에 아낌없어
‘피부 관리 수요 지속’

러시아 화장품 소비자의 자기 관리에 대한 열정은 지속되고 있다. 관리
키워드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전체 뷰티 이슈 기사 발생량 대비 3.79%의
점유율에서 꾸준하게 증가하여 2021년 상반기에는 12.21%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

젊어짐(Rejuvenation)에 대한 꾸준한 관심 증가

러시아 소비자는 피부 관리에 적극적이며, 주름 개선과 피부 미백을 통해
젊어 보이고자 한다. 다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그 관리 방법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관리와 연관된 키워드였던 기능성 화장품은
감소하고, 2021년에는 셀프케어 및 자가치유 등 셀프(Self)와 관련된
키워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2021년, 관리(Treatment)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출처 : 2017-2021년, 러시아 뷰티 이슈 기사 4,200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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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소멸> 미용 전문가(Cosmetologist), 앰플(Ampoules)

⦁

전문가가 추천하는 기능성 제품의 수요 감소

러시아에서 판매중인
얼굴용 마사지기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Ⅳ. 부록

2017년 러시아에서는 미용 전문가가 추천하는 고가의 앰플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반면, 2021년에는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지만 경제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전문 제품군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

<증가/신규> 테라피(Therapy), 마사지(Massage), 셀프케어(Self

⦁

집에서 관리하는 셀프 테라피 유행

Care)

2021년의 피부 관리 트렌드는 ‘셀프 테라피’로 변화하고 있다. 집에서 따라
하기 쉬운 셀프 마사지 방법, 여드름 등의 피부 문제를 자가 치유하는
방법과 관련된 키워드가 신규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셀프케어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2017/2021년, 관리(Treatment)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7

2021

Cosmetologist

미용 전문가

0.17

0.07

감소/소멸

Ampoules

앰플

0.22

0.05

감소/소멸

Therapy

테라피

0.00

0.25

증가/신규

Massage

마사지

0.08

0.12

증가/신규

Rejuvenation

젊어짐

0.00

0.12

증가/신규

Self Medicate

자가 치유

0.00

0.03

증가/신규

Self Care

셀프케어

0.00

0.03

증가/신규

출처 : 2017-2021년, 러시아 뷰티 이슈 기사 4,200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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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록

기초 케어로 자리잡기 시작한 자외선 차단제

▶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

2021년 상반기 자외선 차단 지수(SPF)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470.9% 증가

여성 인구의 증가와
여성의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2017년 러시아 시장에서 올인원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이라

‘올인원 스킨케어 수요 증가’

예측한 바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올인원
스킨케어 제품이 주목 받았다. 2021년 상반기 자외선 차단 지수의 키워드
점유율은 11.19%로 2017년 상반기 점유율 1.96%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

120년 만에 이례적인 초여름 무더위 '선 스크린 수요 급성장'

2021년 여름 모스크바의 날씨는 1901년 이후 가장 더운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러시아 소비자는 자외선 차단
제를 별도로 사용하기보다, 스킨케어 또는 기초 메이크업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1년, 자외선 차단 지수(SPF)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출처 : 2017-2021년, 러시아 뷰티 이슈 기사 4,200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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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t),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

<감소/소멸> 방수(Water

⦁

레저 및 실외 활동과 관련된 자외선 차단제 수요 감소

Ⅳ. 부록

활동적인(Activate)

2021년 자외선 차단을 위해 관련 제품을 별도로 바르는 추세는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외 활동이 감소하여 그 수요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레저 등 액티비티에 적합한 끈적임 없는(Fluffiness) 제형, 방수
기능을 보유한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하였다.

⦁

<증가/신규> 보습제(Moisturizes), 페이셜 크림(FacialCream), CC크림(CC Cream)

⦁

스킨 및 메이크업 제품 등에 포함된 올인원 자외선 차단제 선호

자외선 차단을 통해 노화를 늦추고 기미를 방지할 수 있어 자외선 차단
지수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추가된 보습제,
페이셜 크림과 같은 스킨케어 제품이나 BB 크림, CC 크림 등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연관 키워드 발생량이 증가하였다.

2017/2021년, 자외선 차단 지수(SPF)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7

2021

Water Resistant

방수

0.34

0.03

감소/소멸

Fluffiness

끈적임 없는

0.29

0.00

감소/소멸

Activate

활동적인

0.09

0.01

감소/소멸

Moisturizes

보습제

0.13

0.22

증가/신규

Facial cream

페이셜 크림

0.12

0.16

증가/신규

BB cream

BB 크림

0.00

0.14

증가/신규

CC cream

CC 크림

0.00

0.14

증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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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한국 화장품 브랜드 시장 확대

▶

●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

2021년 상반기 한국(Korea) 키워드 포함
뷰티 이슈 기사 발생 점유율, 2017년 상반기 대비 466.7% 증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국 화장품 소비량
‘러시아 내 한국 화장품 성장 기대’

2017년 한국산 쿠션 제품일 필두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상반기 전체 뷰티 이슈 기사 중 0.24%를 차지한 한국
키워드 발생량은 2021년 상반기 1.36%로 증가하였다.

⦁

유럽산 중심의 러시아 화장품 시장 '한국 브랜드 진출 급증'

러시아 화장품 시장의 70%는 수입품으로 그간 유럽과 미국 제품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2014년 서방 국가와의 갈등으로 유럽산 화장품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는 미샤(Missha), 더샘(Thesaem), 토니모리
(Tonymoly)가 러시아 소비자에게 주목받고 있으며, 해당 키워드가 2021년
러시아 뷰티 이슈 기사 내 한국 키워드 연관어로 등장하였다.

2017-2021년, 한국(Korea) 키워드 포함 트렌드 발생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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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소개된
한국 달팽이 크림

Ⅱ. 트렌드 예측 분석 방법론

Ⅲ.러시아 화장품 트렌드 예측

Ⅳ. 부록

⦁

<감소/소멸> 쿠션(Cushion), 파운데이션(Foundation), 콤팩트(Compact)

⦁

편리한 휴대성으로 인기 높았던 한국 쿠션 및 파운데이션,
유럽 등 경쟁국 진출로 시장 점유율 하락

2017년 러시아 화장품 시장에서는 콤팩트한 파운데이션으로 소개된 한국
쿠션이 각광 받았다. 이후 쿠션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면서 쿠션 시장의
한국 브랜드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

<증가/신규> 전문가(Gurus), 제주(Jeju), 달팽이(Snail)

⦁

한국 화장품 '뷰티 전문 브랜드'라는 인식 강화

⦁

제주 자연 원료 및 달팽이 등 천연성분 함유 한국 화장품 진출

2021년 한국은 화장품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한국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제주도의 귤이나
달팽이와 같이 러시아 소비자에게 생소한 성분에 대한 키워드 발생량이
2017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

2017/2021년, 한국(Korea) 연관어 비교분석
상관 키워드

상관값
변화 추이

영문

국문

2017

2021

Cushion

쿠션

0.49

0.04

감소/소멸

Foundation

파운데이션

0.26

0.02

감소/소멸

Compact

콤팩트

0.35

0.00

감소/소멸

Snail

달팽이

0.00

0.44

증가/신규

Gurus

전문가

0.00

0.39

증가/신규

Jeju

제주

0.00

0.21

증가/신규

Missha

미샤

0.22

0.29

증가/신규

Tonymoly

토니모리

0.00

0.18

증가/신규

Thesaem

더샘

0.00

0.16

증가/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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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_ 2017 예측 트렌드 발생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