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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어느 때보다 피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항산화와 클린 뷰티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활성산소가 다양한 피부 문제를 야기한다고 알려지면서 피부 보호를 위한
천연 항산화 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제품들이 비타민 C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배합해 출시되고 있는 모습이다. 클린 뷰티는 단순히 제품 처방에 유해 성분을 배제하는 것을 넘어 비건,
지속가능성 등 확장된 개념으로 진화하며 미국 화장품 시장의 뉴 노멀(New Normal)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미니멀리즘 트렌드가 메이크업 시장에까지 확대되며 심플하고 손쉽게 화장을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내추럴 메이크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벼운 미니멀 메이크업이 대세로 떠올랐고, 하나의 제품을 여러 부위에 사용해
메이크업 단계를 축소해주는 멀티 유즈(Multi-use) 제품,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효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Hybrid)
제품도 인기다. 손대지 않고 간편하게 위생적으로 바를 수 있는 스틱형 화장품은 아이섀도, 블러셔, 하이라이터,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등 다양한 메이크업 품목군으로 출시되며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더욱 높아지면서 피부 노화 및 여드름, 불면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안티 스트레스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스트레스로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의 회복을 돕
는 제품부터 노화를 관리해주는 안티에이징 제품, 여드름 스팟 패치, 정신적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뷰티 살롱 방문이 어려워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필링을 비롯해 LED
마스크와 롤러 등을 활용한 마사지, 속눈썹 케어 등 앳홈(At-Home) 뷰티 트리트먼트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이 온라인으로 집중되면서 소셜 미디어는 이제 소통 수단을 넘어 화장품의 중요한 판매
채널이 되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온라인 쇼핑몰로

팔로워들을 유입시켜 매출을 창출한다. 현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촬영하고 공유한 영상은 잠재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며 브랜드가 제작한 일반적인 광고 영상보다 판매로 연결되는 비율도 더 높다.

건강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세가 된 클린 뷰티와 항산화, 다양화되고 있는 안티 스트레스 화장품
및 앳홈 뷰티 케어와 함께, 스킨케어를 넘어 메이크업까지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고려한 제품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K-뷰티는 혁신적인 스킨케어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강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와 마케팅이 수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한국 제품만의 차별화 포인트 개발이 중요해 보인다. 좋은 제품이 넘쳐나는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유(WHY)’가 있는 제품인지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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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통해 바라본
미국 화장품 시장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이 온라인으로 집중되었
고, 소셜 미디어는 소통 수단을 넘어 화장품의 중요한 판매 채널

이 되었다.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쇼피파이(Shopify)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로

TESLA WELCH
Curb Appeal Beauty 공동 창립자
tesla@curbappealbeauty.com(이메일)

팔로워들을 유입 시킨다. 틱톡(TikTok)과 스냅챗(Snapchat)은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하는 채널이다.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
면서 클린 뷰티(Clean Beauty)는 대세 트렌드가 되었고, 집에서

특히, 1981~2005년 사이에 출생한 MZ세대들은 사회 불의에

케어 하는 앳홈(At-Home) 제품들이 크게 성장했다. 그 밖에 미

대해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다른 세대보다

국 화장품 시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보기 위해 현지 전문가

디지털 환경에 숙련되어 있어 기업들은 MZ세대가 관심을 갖는

와 미국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메시지에 좀 더 명확하게 집중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이들 세대 덕분이다. 기업은 이런

최근 미국 화장품 소비 트렌드

트렌드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 ‘업사이클링’,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소규모 상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주요 트렌드가 된 것도

들이 문을 닫는 것을 보았다. 임대료와 비용을 치르면서 버틸 것

MZ세대에 의해서다. 기업은 그런 트렌드에 발맞춰 리필 제품과

을 예상했지만, 몇 달 동안 동시에 폐업이 일어난 것은 생각지

지속가능한 포장재를 더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못한 일이었다. 반면에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체인형 대형 채널

< 메이블린 파운데이션리필 상품 >

들은 온라인 판매로 인해 유례없는 성장을 보여줬다. 사람들은
소규모 상점과 기업들이 팬데믹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이들
임을 목격하고, 지역의 작은 소상공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작은 곳에서 쇼핑하라(Shop small)’, ‘소비로 지지하는 가치를
표현하라(Vote with your dollars)’,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같은 온라인 캠페인의 붐이 일기 시작했다.

출처: 아마존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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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뷰티 시장의 변화
코로나19는 홈스쿨링(Home Schooling)과 재택 근무, 강제
폐쇄와 고립, 소득 상실 등의 스트레스로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우울증과 불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
때문에 뷰티 시장에서는 항산화 성분의 스킨케어 제품이
인기다. 항산화제는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와 자외선, 외부
독소와 오염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여드름 흉터와
변색을 최소화하면서 피부가 붉어지는 것을 막고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제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환경에서
성장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로
숙면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수면과
피부 활력에 도움을 주는 제품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는
팬데믹이 완화된 후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본다. 피부에 휴식과
활력을 주는 제품들이 실제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데이터를 잘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롱과 스파는 팬데믹 동안 가장 먼저 폐업한 산업 중
하나였으며, 많은 여성들이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잃게 되었다. 스파에서 얻은 결과를 자신의 욕실에서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들은 고객의 필요에 적중했다.
특히, 일회용 마스크팩이 엄청난 인기다. 골드 성분이 함유된
것부터 알로에, 카모마일이 함유된 제품까지 너무 다양하게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속눈썹 연장도 큰 트렌드이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속눈썹을 채우기 위해 샵에 갈 수 없다. 대신,
‘래쉬파이(Lashify)’와 같은 회사에서 DIY 속눈썹 연장 제품을
출시했다. ‘베이브 래쉬(Babe lash)’는 속눈썹 연장 시술이 필요

없도록 속눈썹 성장을 돕는 영양 세럼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큰 성장을 이루었다. 간편하게 붙이면 2주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네일팁과 모근을 케어하는 헤어 제품도 성장했다. 여러
앳홈 제품의 성장은 사람들이 줌(zoom) 회의를 위해 여전히
자신을 가꾸어야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곳이 없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프라인 매장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입지를
< (좌 )래쉬파이 속눈썹 연장키트 (우) 베이브 래쉬 세럼 >

잃어가고 있었지만, 강제 폐쇄 및 영업 시간 제한 이후에는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온라인 쇼핑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나는 온라인 쇼핑에 뒤늦게
입문했지만 빠른 배송 시간과 무료 반품 덕분에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있다. 소비자는 전반적으로 빠른 배송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제품을 반품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을 원한다.
< 스트레스 완화와 휴식을 주는핸드 크래프트에센셜 오일 >

출처: 아마존미국

또한, 성장하고 있는 트렌드로 클린 뷰티(Clean Beauty)를 꼽을
수 있다. 클린 뷰티는 더 이상 비싸고 독점적인 일부 브랜드의
사치 품목이 아니다. 마트 브랜드에서 프레스티지 브랜드까지
거의 대부분의 뷰티 브랜드에서 클린 뷰티 옵션을 제공한다.
출처: 아마존미국

소비자들은 화장품 성분을 꼼꼼하게 살피고, 자신의 몸 안팎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있다. 피부에 도포된 성분들이 어떻게

최근 제품 트렌드 및 이슈

흡수되고 내부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몸에 무엇을 바를 것인지 정말 중요하게

집에서 셀프 케어 할 수 있는 앳홈(At-Home) 뷰티 제품의

생각한다. 이는 화장품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부터

매출이 크게 성장했으며, 살롱에서 받던 케어를 집 욕실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의류와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제품의 특징은 매력적인 셀링 포인트가

생활 전반에 적용된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제품은 현재 가장

되었다. 앳홈 제품의 성장은 팬데믹 이후에 소비자들이 더 이상

주목받는 트렌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와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고, 살롱에서 손톱을 다듬거나 태닝을

제품은 이것에 적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하는 등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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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받는 화장품 성분

마트에서 판매되는 대중적인 브랜드로는 로레알(L'Oreal),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화장품 성분으로 파하(PHA),
레티놀, 비타민 C 등을 꼽을 수 있다. 파하(PHA)는 아하(AHA)나
바하(BHA)보다 순하면서 피부에 유익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피부의 균일한 톤과 광택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레티놀은 노화 방지 효과가 입증되어
임상 자료가 너무 많고 이미 잘 알려진 인기 성분이며, 비타민
C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복구하고, 붉은 기를 줄여
전반적인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으로 인기다.
유해한 환경 요인과 일상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스킨케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클린 뷰티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파라벤
무첨가, 설페이트 무첨가, 인공색소 무첨가 제품들이 인기다.
미국 밖의 여러 국가들은 성분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유럽연합 클린 뷰티 기준(EU
Clean Beauty Standards)’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브랜드
자체 검증이 아닌 평판이 좋은 제 3자에 의한 제품 검증을
신뢰한다. 예컨대, 얼루어 클린 뷰티 인증 마크나 QVC 클린
뷰티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이 더 신뢰받을 수 있다. 또, 브랜드
스스로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라고 말하는 것보다 동물
권리를 위한 국제 단체인 PETA에서 인증하는 크루얼티 프리
제품이 더 신뢰받는다.

메이블린(Maybelline), 레브론(Revlon)을 꼽을 수 있다. 체인형
마트와 얼타(Ulta)에서 판매되며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가
특징이다. 메이블린은 마트에서는 높은 가격대에 속하고, 항상
눈에 잘 띄는 매대에 진열된다. 또, 거의 모든 메이크업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닉스(NYX)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색상을 지닌 많은 품목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인기다. 아마존에서 판매되지만 마트나 대형
체인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매우 익숙하고
정기적으로 주문하는 제품은 마이티 패치(Mighty Patch)가
있다. 작은 패치를 여드름에 직접 붙이고 밤새 놔두면, 여드름의
붉은 반점과 크기를 줄여줘 인기다.

유행하는 메이크업 트렌드
미국의 심각한 폐쇄 기간 동안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두껍고 짙은 화장에서 가볍고 미니멀한 피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것 같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입체감을 표현하는 컨투어링과 완벽한 메이크업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적게 바르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추세다. 마스크 사용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소비자들은 메이크업으로 피부를
가리기 보다는 자연스럽고 촉촉한 피부를 가꾸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파운데이션은 적게 사용하고, 입술은
뉴트럴하게 표현하는 대신 눈매는 또렷하게 강조한다.
스모키한 아이라인과 눈꼬리를 살짝 뺀 아이라인 연출이

< 항산화 성분과 크루얼티 프리를 강조한트루스킨제품 홍보 동영상 >

인기다. 눈을 더 드라마틱하게 강조하면서 인조 속눈썹을
붙이거나 밝고 화사한 컬러의 아이섀도가 다시 유행하는 등
아이 메이크업이 주요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용도 메이크업 스틱은 사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지속가능성이 사회적
화두이고 미니멀한 뷰티 열풍이 계속되는 만큼 다용도 스틱을

출처: 트루스킨공식홈페이지

최근 인기있는 화장품 브랜드

이용한 메이크업 제품의 인기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닉스 점보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펜슬 >

프레스티지 브랜드로는 크리니크(Clinique), 에스티로더(Estée
Lauder), 맥(MAC)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세포라(Sephora), 메
이시스(Macys), 노드스트롬(Nordstroms) 등의 고급 소매점과
온라인 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출처: 아마존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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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아이 뷰티(Eye Beauty)와 함께 앳홈 필링 제품,

2021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 네 개를 꼽으라면

마스크팩, 글리터, 립 라인이 트렌드로 떠올랐고 2022년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였지만, 2022년

지속되는 분위기다. 글리터 열풍은 아이섀도와 눈 주위에

이후부터는 틱톡(TikTok)과 스냅챗(Snapchat)의 파워가 커질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바디와 입술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페이스북의 참여율

것으로 번져 나갔다. 립스틱을 바른 후에 마무리로 글리터를

(Engagement rate)은 0.15% 성장했고 인스타그램은 0.54%

살짝 터치해주는 식이다.

성장한 반면, 틱톡의 참여율은 5.98%로 매우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매출액 역시 참여율과 비슷한 수치를 따를 것이라

립 메이크업에서 눈에 띄는 점은 립 라이너의 인기다.

예상된다. (출처: 소셜인사이더 www.socialinsider.io)

2015년부터 인기 인플루언서와 셀럽들이 다시 사용하기
< 뷰티 팁을 알려주는틱톡 영상들 >

시작하면서 서서히 인기를 되찾는 분위기였고, 카일리
코스메틱(Kylie Cosmetics)의 CEO인 카일리 제너(Kylie
Jenner)가 이 트렌드를 다시 소개하면서 립 라이너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립 라이너는 입술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아도 입술이 크고 도톰해 보이는 효과를 준다.

출처: 틱톡

최근 유통 트렌드 및 인기있는 온라인 채널
화장품 업계에서 페이스북(Facebook)은 중요한 매출 채널이다.

최근 마케팅 트렌드

온라인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의 자료에 따르면, 쇼피파이를

화장품 회사들은 소셜 미디어 광고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통해 호스팅하는 화장품 쇼핑몰의 약 85%는 페이스북에서

캠페인, 팝업 창을 통해 소비자를 유입하는 광고와 이메일 등

매출이 발생된다. 쇼피파이로 유입되는 모든 소셜 미디어 방문

온라인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IOS 업데이트로

중 3분의 2는 페이스북이다. 우리 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인해 유저들이 추적을 선택 해제할 수 있게 되면서 광고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나온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가

제품을 홍보하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판매에 따라 커미션을

SMS(단문 메시지)나 텍스트 광고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지불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판매량을 높이기

크로스 프로모션(cross promotion)이 또다른 트렌드가 되고

위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뷰티 팁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경쟁이 없는 두 브랜드가 함께 홍보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 판매 사이트로 유입되지만, 결국 많은

진행하면서 비용을 아끼고 더 많은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이다.

여성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품 설명을 듣거나 설득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도

모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인기다.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제품을
테스트하고 홍보하는 콘텐츠를 올리면, 콘텐츠를 클릭한

틱톡(TikTok)은 2020년부터 상당한 성장을 보인 소셜 미디어

소비자는 판매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플랫폼이다. 스태티스타(Statista) 통계 자료에 따르면, 소셜

영상은 실감나서 효과적이며, 모델을 섭외해 정해진 대본으로

미디어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약 40% 성장을 이루었고, 틱톡은

제작하는 광고 영상보다 판매로 연결되는 비율이 더 높다.

180%의 성장을 보여줬다.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틱톡의
짧은 동영상을 많이 접했고, 인기 있는 노래와 비디오는 전 세계

그 외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으로는 얼루어(allure) 매거진도

사람들과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사람들이

있다. 얼루어는 뷰티 업계 전문가로 간주되며 전적으로 뷰티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는 동안 소셜 미디어는

제품에 전념하는 매거진이다. 한번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되면,

소통의 수단 뿐만 아니라 쇼핑 채널로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 제품은 뷰티 애호가나 소비자들에게 가장 확실히 주목받을

이는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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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얼루어의 주목을 받으려면 매체와 친밀한 관계 및 광고

한국 중소 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한 조언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 회사 제품은 얼루어 어워드의
최종 후보로 세 번 올랐지만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다.

한국 브랜드들은 제품에 담긴 역사와 과학에 집중해야 할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우리 회사가

것이다. 나는 우리 회사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를

경쟁자들처럼 매년 광고와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한국 원료에는 항상 임상과 연구

않기 때문에 수상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데이터가 있으며 과학적 검증을 둔 결과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뷰티 산업에서 한국은 이런 점으로 매우 명성이

< 2021년 얼루어뷰티 어워드 수상인증 마크 >

높은데, 이 점은 반드시 대중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제품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다르거나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 회사는 햇빛이 없어도
태닝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미 그 시장은 포화

출처: 얼루어(allure)홈페이지

상태였다. 하지만 우리 제품은 유일하게 스틱 타입이고, 클린
성분 함유, 무향을 어필했고 기존의 태닝 로션, 스프레이와

K-뷰티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인식

차별화한 점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판매로 이어졌다.

미국인들은 K-뷰티를 혁신적인 스킨케어 제품으로 생각하는

판로도 중요한 문제인데, 더 많은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 같다. 마스크팩, 클렌저, 트리트먼트는 항상 최첨단이다. K-

제 3자 웹사이트를 찾아야한다. 아마존은 당연히 중요하고,

뷰티는 역사가 깊고 그 이면에는 많은 연구가 뒷받침 되고 있다.

베리샵(verishop.com), 뷰티 브릿지(beautybridge.com) 처럼
뷰티 제품에 특화된 소규모 온라인 몰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한국인의 피부는 아름답고 다른 문화권에 비해 더 건강하게 빛

판매할 수 있다. 광고 및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도

나 보인다. 피부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빼놓을 수 없는데, 소셜 미디어의 광고 캠페인, 구글

더 많은 단계의 제품들을 사용하고, SPF 지수를 중요하게 생각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검색엔진 최적화(SEO, Search

하고, 개별적인 피부 고민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낮과 밤을

Engine Optimization), PR 회사 및 마케팅 팀과의 협업이 모두

나누어 케어 한다. 피부를 감추는 대신 더 부각하기 위해 집중적

필요하다.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하고 소셜 미디어

으로 관리하는 모습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은 클렌징을 2단계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판매하는

로 나눈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한 가지 클렌저로 한번에 씻어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 미국의 화장품 시장은 경쟁이

내는 반면, 한국인들은 오일 베이스의 클렌징 제품을 사용한 후

치열하고 제품이 넘쳐난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에 클렌징 폼을 한번 더 사용한다. 한국인들의 건강한 피부 관리

이유(WHY)가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에 대한 노력들이 스킨케어의 성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경쟁자
탓차 뷰티(Tatcha Beauty)와 에스티 로더(Estée Lauder)를 꼽을

클린 뷰티와 앳홈(At-Home) 뷰티는

수 있다. 탓차 뷰티는 일본 성분을 주로 취급하는 미국 스킨케어

미국 화장품 시장의 주요 트렌드,

제품 회사다. 스킨케어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큰 유
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 주요 경쟁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에

소셜 미디어는 홍보 채널 뿐만 아니라

스티 로더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전개하는 주요 스킨케어

판매 채널로서 역할도 중요

브랜드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에스티 로더는 또한 K-뷰
티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지금 실제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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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미국 화장품 소비 트렌드
▪ 화장품 매체 기사 수집량 : 7,706건
▪ 화장품 매체 기사 수집기간 : 2020년 12월 ~ 2022년 2월

(*) 성장률 :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 / (**) 상관값 : 성장 키워드와의 상관값

천연 항산화 성분에 대한 관심 높아져

Ingredients
확장된 개념으로 진화하는 클린 뷰티

심플하게 완성하는 미니멀 메이크업

Makeup
손대지 않고 바르는 멀티 유즈 스틱

안티 스트레스 화장품에 주목

Product
다양화되는 앳홈 뷰티 트리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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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Trend : Ingredients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미국 소비자들… 항산화, 클린 뷰티 주목

피부 보호를 위한 항산화 스킨케어 인기

유해성분 배제, 비건, 지속가능성 등

천연 항산화 성분에 대한 관심 높아져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진화하는 클린 뷰티

미국 스킨케어 시장은 지금 항산화 성분이 인기다. 몸 속 활성산소가

미국의 뷰티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화려한 이름과 포장을 보고

색소 침착, 주름, 탄력 저하 등의 피부 문제를 야기한다고 알려지면서

화장품을 구매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식품시장에서 인기를 얻던 항산화가 피부 보호를 위해 화장품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스킨케어에 집중하게 된

시장에서도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 뷰티 전문가들은 항산화

소비자들이 화장품 성분에 더욱 주목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성분을 피부 속에 직접 넣어주면 활성산소에 바로 적용되어 훨씬 높은

‘안전’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효과와 안전, 두 마리

피부 보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품을 찾게 되면서 클린 뷰티(Clean Beauty)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클린 뷰티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항산화제 시장 규모는 1억 1,900만 달러(한화 약 1,474억 원)로

없지만 대체로 해로운 성분을 배제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추정되며, 2025년까지 약 1억 5,800만 달러(한화 약 1,958억 원)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클린 뷰티로 여긴다. 다소 높은 가격대로 젊은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북미 시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층의 접근이 어려웠던 클린 뷰티 시장에 이제 가성비로 승부하는

셀프케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증대로 향후 몇 년 동안 높은 성장이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자신의

전망되고 있다. 노화방지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름을 내걸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클린 뷰티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2020년 이후 새로 등장한 브랜드로는 앨리샤 키스(Alicia Keys)의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를 통해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 줄 수

키스 소울케어(Keys Soulcare), 퍼렐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의

있어 젊은 소비자들도 점차 항산화 스킨케어에 관심을 갖고 있다.

휴먼레이스(Humanrace), 잇사 레이(Issa Rae)의 시에나 내추럴스
(Sienna Naturals) 등이 있으며 헤일리 비버(Hailey Bieber)와 스칼렛

항산화제는 이제 합성물질보다 자연 원료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의

요한슨(Scarlett Johansson)도 클린 뷰티 브랜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수요가 더욱 높다. 다양한 화장품 원료 기업들이 천연 항산화제를
적극적으로 개발, 출시하면서 화장품 기업들의 항산화 성분 선택지가

소비자들의 인식이 비건, 지속가능성, 기업윤리까지 확대되면서

넓어지고 있다. 항산화제로 가장 인기 있는 천연 성분은 비타민 C이며

클린의 뜻은 이제 더욱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뉴 노멀(New

그밖에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녹차 추출물인 폴리페놀

Normal) 클린 뷰티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기업이 바로 뷰티

(Polyphenol), 코엔자임Q10 등이 있다. 많은 제품들이 비타민 C를

전문 소매업체 세포라(Sephora)다. 세포라는 클린 뷰티 브랜드에

주요 성분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을 배합한 형태로

부여하던 기존의 클린 앳 세포라(Clean at Sephora) 인증보다 한 단계

출시되고 있는 모습이다. 트루스킨(TruSkin)의 비타민 C 세럼은

더 높은 클린+플래닛 포지티브(Clean+Planet Positive) 인증을

비타민 C, 비타민 E, 히알루론산을, 스킨수티컬스(SkinCeuticals)의 CE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 성분뿐만 아니라 기후 공약,

페룰릭(CE Ferulic) 세럼은 비타민 C, 비타민 E, 페룰산(Ferulic acid)을

지속가능성, 책임감 있는 포장, 환경 기부, 총 5가지 요소를 고려해

배합한 제품으로 인기가 높다.

인증 아이콘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다.

출처: 인사이더(Insider)

출처: 얼루어(al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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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Trend : Makeup
심플하고손쉽게 화장을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 선호

2022년에도 계속되는 미니멀리즘 뷰티 열풍

손대지 않고 바르는 스틱 화장품 인기

심플하게 완성하는 미니멀 메이크업

멀티 유즈 스틱의 수요 증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미국 스킨케어 시장에는 건강한 피부를

스틱형 화장품은 과거에도 독특한 스타일의 제품으로 여겨지면서

가꾸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단계 스킨케어에서 벗어난 스키니멀리즘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제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Skinimalism)이 큰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미니멀리즘 트렌드가 이제

소비자들이 사용이 간편하고 안전한 제품을 찾기 시작하면서 더욱

메이크업 시장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피부건강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손이나 도구로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의식도 높아지면서 여러 단계의 메이크업 제품

화장하는 것이 위생상으로 안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손을 사용하지

사용을 지양하는 소비가 메이크업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않고 청결하고 안전하게 바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스틱형 제품을 찾고

또한 본연의 건강한 피부를 돋보이도록 하는 내추럴 메이크업의

있다. 또한 스틱 제품은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에도 더 좋다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심플하고 미니멀한 메이크업이 각광을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민텔(Mintel)의 뷰티 부문

받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하나의 제품을 여러 부위 또는 용도로

분석가인 클레어 헤니건(Clare Hennigan)은 얼굴을 만질 필요가

사용해 메이크업 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멀티 유즈(Multi-use) 제품,

없도록 포장된 화장품, 즉 터치리스(Touchless) 화장품 중에서도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효과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Hybrid)

스프레이 및 스틱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제품의 인기가 높다.

립스틱, 립밤과 같은 립 제품이 스틱형 화장품 시장의 대부분을
멀티 유즈 제품은 사용이 간편하고 메이크업 단계를 줄여 시간을 아낄

차지했었지만 지금은 아이섀도, 블러셔, 하이라이터, 프라이머,

수 있다는 이점과 불필요한 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의식적인

파운데이션 등 상당수의 메이크업 품목군에서 스틱형 제품을 찾아볼

소비행태 중 하나로도 자리하고 있다.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적인 색조

수 있다. 현재 아이섀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도 스틱

톤을 맞출 수 있어 심플 메이크업에 적합한 제품으로도 여러 매체에서

형태인 닉스(NYX)의 점보 아이 펜슬(Jumbo Eye Pencil)이다. 스틱형

추천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자연스러운 피부 연출과 피부 건강을

메이크업 제품은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부드러운

위해 스킨케어 성분을 함유한 메이크업 제품이 계속해서 인기다. 수분

발림성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펜티뷰티(Fenty Beauty), 밀크

공급, 노화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성분들을 함께 배합해 피부 건강에

메이크업(Milk Makeup), 바비브라운(Bobbi Brown) 등 전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한다.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Tinted

메이크업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스틱형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단일

Moisturizer), 세럼 파운데이션(Serum Foundation)과 같은 제품들이

기능의 스틱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스킨케어 효과를 가지면서 여러 단계가 필요 없는 심플한 메이크업을

인기다. 라이브 틴티드(Live Tinted)의 휴스틱(Huestick)은 미국 뷰티

앞세워 인기를 얻고 있다.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에서도 하이브리드

매거진 얼루어(allure)에서 2년 연속 베스트 제품에 오른 멀티 유즈

제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립 제품은 히알루론산과 같은 보습 성분을

스틱으로 눈, 입술, 볼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함유해 입술 플럼핑(Plumping)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 마스카라는

그밖에 나스(NARS)의 멀티플(Multiple), 일리아(ILIA)의 멀티

속눈썹 강화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이 주목 받고 있다.

스틱(Multi Stick)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출처: 투데이(Today)

출처: 라이브 틴티드(Live T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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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Trend : Product
코로나19로확대된 시장, 안티 스트레스 & 앳홈 뷰티 트리트먼트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여드름, 불면증 관리

집에서 필링, 마사지, 속눈썹 케어까지,

안티 스트레스 화장품에 주목

더욱 다양화되는 앳홈 뷰티 트리트먼트

미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19로 뷰티 살롱 방문이 어려워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스트레스 지수가 더욱 높아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피부에 영향을

늘어나면서 집에서 셀프로 피부와 바디, 두피, 속눈썹까지 관리하는

미치는 점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트레스가 피부에 부정적

앳홈(At-Home) 뷰티 트리트먼트가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운동, 충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재택 뷰티 관리가 바로 화학적

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과 같은 전반적인 스트레스 관리에 스킨케어

필링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끄럽고 빛나는 피부가 트렌드로

가 포함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이 과잉

자리를 잡으면서 틱톡(TikTok)과 같은 SNS에서 홈 필링이 크게

생산되면 피부 장벽 보호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진, 건조, 염증이 유발되

유행하게 되었다. 뷰티 전문가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주기적인 홈

고 주름, 처짐, 홍조, 여드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스트레스로 인한

필링에 대해 위험도가 낮은 재택 뷰티 관리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노화, 여드름, 민감성,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한 안티 스트레스 스킨케어

특히 폴라초이스(Paula’s Choice)의 스킨 퍼펙팅 2% BHA 리퀴드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엑스폴리언트(Skin Perfecting 2% BHA Liquid Exfoliant)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디 오디너리(The Ordinary)를 비롯해 많은 브랜드에서

스트레스로 손상된 피부 복구를 위해 피부 장벽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제

AHA, BHA, PHA, 살리실산 등의 성분을 함유한 각질 관리 스킨케어

품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모이스처라이저의 경우 히알루론산, 세라마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이드 등의 성분으로 보습 및 탄력 증대 효과를 앞세우거나 콜라겐, 엘라
스틴 성분을 함유해 지친 피부를 회복시키고 노화를 관리하는 제품도

피부 마사지숍이나 피부과에 방문하기 어려워지면서 전문가에게 받는

안티 스트레스 스킨케어로 인기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과

것과 같은 효과의 뷰티 트리트먼트 방법들이 SNS를 통해 활발히

함께 피지 분비에 영향을 주는 안드로겐이 많이 생성되어 여드름을 악

공유되고 있다. 최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얼굴 마사지기와 LED

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스팟케어 제품도 주목받고 있다. 여

마스크다. 롤러, 괄사 등으로 얼굴을 자극해 림프, 혈액 순환을

드름, 민감성 피부 전문 브랜드 마이티 패치(Mighty Patch)의 여드름

원활하게 하고 얼굴 붓기를 빼주는 마사지 방법이 많이 공유되고

패치 디 오리지널(The Original)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2022년

있으며 LED 마스크로 피부 속까지 케어하는 방법도 인기가 높다.

베스트 스킨케어 제품에도 선정되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여기에 속눈썹과 눈썹도 셀프 케어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민낯에도 풍성한 속눈썹 연출을 위해 속눈썹 세럼의 수요가

여기에 정신적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에 대한 수

증가하면서 메이블린(Maybelline)의 래쉬 센세이셔널 부스팅

요도 높다. 다양한 향을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

아이래쉬 세럼(Lash Sensational Boosting Eyelash Serum)과 같은

신의 안정을 찾는 방법을 어필하고 있다. 핸드크래프트(Handcraft)의

속눈썹 케어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바질 에센셜 오일(Basil Essential Oil)의 인기가 높으며, 최근에는 대마

부분을 차지하는 눈썹 관리도 집에서 셀프로 이루어지고 있다.

추출 성분을 함유한 CBD 오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를 얻자 스트

소비자들은 SNS에서 유행하는 방법을 따라하면서 눈썹 펌과 염색을

레스 완화를 위한 스킨케어 제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다.

집에서 직접 시도해보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뉴욕포스트(New York Post)

출처: 헬스라인(Healthline)

13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피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항산화와 클린 뷰티가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항산화 스킨케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효과가
검증된 성분을 활용하고 정확한 타깃 소비층을 공략해 마케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항산화 성분의 경우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비교적
익숙한 성분은 피부 개선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임상 데이터, 추가적인

시너지 성분 배합, 패키징 디자인 등에서 경쟁 제품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클린 뷰티 트렌드의 경우 최근 클린의
개념이 단순히 제품 처방에 유해 성분을 배제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제품의 실질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환경적 영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점차
많은 브랜드들이 클린 뷰티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차별화된 제품 전략과 브랜딩, 친환경적 기업 행보, 적절한 가격
전략 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메이크업 시장에서는 간편함과 안전성을 앞세운 제품들의
인기가 높다. 스키니멀리즘이 메이크업 시장에도 침투해 하이브리드
제품 수요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들이 스킨케어 성분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 스킨케어 제품의 품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K-뷰티를 앞세워 성분 및 효과를 강조하는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멀티 유즈 제품의 경우
다양한 부위에 사용할 수 있는 팁과 유행하는 메이크업에 적용하는
룩을 제공함과 동시에, 제품 사용으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스틱형 제품이 여러 메이크업 품목
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면서 유사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발림성,
유지력, 간편성, 리필 등 다양한 면에서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웰빙 트렌드가 코로나19로 더욱 확대되면서 미국 뷰티 시장에는
스트레스 관리와 셀프 앳홈 케어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스트레스 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는 안티 스트레스 화장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제품 속 성분의 효능과 스트레스를 연결하는 마케팅과
더불어 심신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제품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앳홈 뷰티 트리트먼트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뷰티 정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전문가에게서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고려한 고기능
제품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많은 화장품 브랜드들이
SNS를 주요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고 있는 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셀프케어 팁과 제품 활용 방법 등이 SNS를 통해 활발히 공유될 수
있도록 바이럴 마케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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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기 스킨케어 제품 분석
SKINCARE TOP 10
1

미국

2

미국

3

미국

4

미국

5

미국

6

미국

7

미국

8

미국

9

미국

10

미국

마이티 패치

마이티 패치 디 오리지널

(MIGHTY PATCH)

(Mighty Patch The Original)

뉴트로지나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징 티슈

(Neutrogena)

(Makeup Remover Cleansing Towelettes)

폴라초이스

스킨 퍼펙팅 2% BHA 엑스폴리언트

(Paula’s Choice)

(Skin Perfecting 2% BHA Exfoliant)

세라비

하이드레이팅 페이셜 클렌저

(CeraVe)

(Hydrating Facial Cleanser)

판옥실

아크네 포밍 워시

(PanOxyl)

(Acne Foaming Wash)

세라비

에이엠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CeraVe)

(AM Facial Moisturizing Lotion)

트루스킨

비타민 C 세럼

(TruSkin)

(Vitamin C Serum)

엘타엠디

유브이 클리어 브로드 스펙트럼 SPF 46

(EltaMD)

(UV Clear Broad-Spectrum SPF 46)

세라비

피엠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CeraVe)

(PM Facial Moisturizing Lotion)

핸드크래프트

바질 에센셜 오일

(Handcraft)

(Basil Essential Oil)

스팟케어
클렌징 티슈
필링
클렌징 폼
클렌징 폼
페이셜 로션
세럼
선케어
페이셜 로션
에센셜 오일

(*) 아마존 미국(amazon.com) 주간 TOP10 기준(스킨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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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care Trend
아마존(Amazon) 스킨케어 제품 인기 순위 TOP 10

• 브랜드 : 마이티 패치(MIGHTY PATCH)

1

• 상품명 : 디 오리지널
• 여드름을 잠재우는 하이드로콜로이드 (hydrocolloid) 성분의 패치
• 브랜드 : 뉴트로지나(Neutrogena)

2

• 상품명 :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징 티슈
• 메이크업, 피부 노폐물,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에 제거하는 클렌징 티슈

• 브랜드 : 폴라초이스(Paula’s Choice)

3

• 상품명 : 스킨 퍼펙팅 2% BHA 엑스폴리언트
• 바하(BHA) 성분이 함유된 저자극 데일리 리퀴드 각질제거제
• 브랜드 : 세라비(CeraVe)

4

• 상품명 : 하이드레이팅 페이셜 클렌저
• 히알루론산 등이 함유되어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클렌저
• 브랜드 : 판옥실(PanOxyl)

5

• 상품명 : 아크네 포밍 워시
• 여드름 박테리아를 억제하고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워시 폼
• 브랜드 : 세라비(CeraVe)

6

• 상품명 : 에이엠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 SPF 30 자외선 차단 기능과 보습 효과를 겸비한 페이셜 로션
• 브랜드 : 트루스킨(TruSkin)

7

• 상품명 : 비타민 C 세럼

• 비타민 C, 비타민 E, 히알루론산 함유,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인 세럼
• 브랜드 : 엘타엠디(EltaMD)

8

• 상품명 : 유브이 클리어 브로드 스펙트럼 SPF 46
• 민감성 및 여드름 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오일 프리 자외선 차단제
• 브랜드 : 세라비(CeraVe)

9

• 상품명 : 피엠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 밤새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효과를 주는 오일 프리 나이트 로션
• 브랜드 : 핸드크래프트(Handcraft)

10

• 상품명 : 바질 에센셜 오일
• 피부 스트레스 완화, 100% 순수 바질로 만든 천연 에센셜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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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 브랜드 : 마이티 패치 (MIGHTY PATCH)
• 상품명 : 디 오리지널
(The Original)
• 브랜드 국가 : 미국
• 가격 : 12.99달러(한화약 16,120원/36ea)
• 제품 특징 : 여드름에 직접 부착해 6~8시간 후 떼어내는 스팟 패치
하이드로콜로이드(hydrocolloid)성분이 자극없이 여드름 진정 케어
• 주요 기능 : 여드름 진정, 화이트 헤드에 효과적
• 브랜드 홈페이지 : www.herocosmetics.us

브랜드 소개 : 마이티 패치(MIGHTY PATCH)
Brand story, 여드름 및 민감성 피부 전문 브랜드
마이티 패치는 여드름과 다크 스팟 등 피부 트러블에 시달리는 민감성
피부를 가진 이들에게 쉽고 간편한 케어 방법을 제시하는 브랜드다.
2017년 히어로 코스메틱(Hero Cosmetics)의 창립자는 한국의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가 순하고 간편하게 여드름을 케어하는 것을
보고, 여드름을 자극하지 않고도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이티
패치를 런칭했다. 여드름 패치의 성공 이후, 보다 다양한 피부
트러블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들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제품들은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부 스스로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Marketing, 소셜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바이럴
붙였다 떼어 내기만 하면 여드름이 진정되는 등 즉각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티 패치는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매자와 인플루언서들의 사용 후기 영상을 활발히 공유하며
바이럴을 확산시키고 있다. 여드름 패치 뿐만 아니라 코에 붙이는 노즈

패치, 다크 스팟용 브라이트닝 패치 등 마이티 패치의 확장된 제품
라인들의 다양한 효과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패치를 떼어 낸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애프터 케어 제품까지 연결하여 여드름 전문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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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기 요인
• 초간단 사용법과 하이드로콜로이드의 약용 효과
여드름과 같은 작은 염증들은 종일 신경 쓰이고 성가신 피부 고민인데,
마이티 패치는 소비자들의 이런 불편을 잘 간파하고 있다. 여드름에
직접 패치를 붙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6~8시간 후에 떼어내면
염증이 진정되는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투명한 패치는 낮에
붙여도 크게 드러나지 않으며, 화장도 가능하다. 마이티 패치의 주요
성분인 하이드로콜로이드는 박테리아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상처

회복을 돕는 약용 효과가 있다. 소비자가 고민하는 피부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이 주요 인기 요인으로 보인다.

• 미디어에서 꼽은 베스트 스킨케어 제품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었고, 그에 따라 미디어에서 효과적인 스킨케어 제품을 추천하는
일이 많아졌다. 미국의 패션 매체인 스타일 캐스터(StyleCaster)는
마이티 패치에 대한 홍보 기사가 자주 업데이트 되고 있고, 최근에는
포브스(Forbes)에서 2022년 베스트 스킨케어 제품으로 소개되었다.

단계

지표 설명

대표 키워드

보습력

제품을 피부에 부착했을 때 느껴지는 보습의 정도

수분(moisture), 보습(hydration) 등

지속력

우수한 침투력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느껴지는 수분 유지정도

침투(penetration), 흡수(absorb) 등

기능성

보습 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여드름 등)에 대한 평가

트러블(trouble), 여드름(acne) 등

텍스쳐

제품을 피부에 부착했을 때의 질감 및 느낌

부드러운(soft), 질감(texture) 등

디자인

외포장 또는 내포장에서의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평가

디자인(design), 포장(packag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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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 브랜드 : 트루스킨(TruSkin)
• 상품명 : 비타민 C 세럼
(Vitamin C Serum)
• 브랜드 국가 : 미국
• 가격 : 19.99달러(한화약 24,785원/30ml)
• 제품 특징 : 비타민 C와 비타민 E, 히알루론산 등으로 이루어진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고, 노화의 징후를 늦춰주는 안티에이징 세럼
• 주요 기능 : 안색 개선, 탄력과 주름 개선, 크루얼티 프리
• 브랜드 홈페이지 : www.truskin.com

Brand story, 피부를 변화시키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트루스킨은 진정으로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품질과 가치, 결과를
담은 스킨케어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다. 피부를
보호하고, 치유 및 회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원료와 신선도를 가진
고급 프리미엄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를 지향한다. 주요 항산화제와
영양소, 식물성 활성 성분들을 이상적인 배합으로 완성하고, 불필요한
첨가물이나 동물 실험 없이 미국에서 병입 과정까지 마친 안전한
제품임을 내세우고 있다. 모든 제품은 출시되기 전 단계에서 트루스킨
직원 개개인이 모든 제형을 테스트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고객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Marketing, 90일 환불 정책으로 품질의 자신감 어필
트루스킨은 제품에 불만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90일 환불 정책을 상시
운영한다. 제품 구매 후 90일 이내에 제품에 100% 만족하지 않으면,
배송비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해주는 내용이다. 게다가 구매자는
제품을 반송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불만족한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주면 된다. 트루스킨은 불만족 의견을 제품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고,
제품마다 아이콘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부각시키며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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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기 요인
• 비타민 C를 비롯한 항산화 성분 강조
비타민 C 세럼은 일반 소비자에게도 잘 알려진 성분을 내세워 제품의
효능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브라이트닝에 효과적인 비타민 C,
노화 예방에 좋은 비타민 E, 대표적인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항산화 복합체로 만들어졌으며, 식물 성분 유래 포뮬러를
강조해 피부에 안전한 느낌을 부여했다. 3~5방울을 펴 바르면 빠르게
흡수되면서 피부 톤은 맑게 잔주름은 부드럽게 정리해준다. 이와 같은

제품 스토리는 상세 페이지와 동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상세하고
재미있게 제공되며,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에 있어서도 빠른 흡수력과
피부 톤 개선 등의 효과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

• 다양한 세트 구성에 따른 가격 할인 프로모션
비타민 C 세럼을 다른 제품과 함께 구매했을 때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세트 상품을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모션은
비타민 C 세럼에 집중되어 있어 제품 판매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제품 체험의 기회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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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2

미국

3

미국

4

미국

5

미국

6

미국

7

미국

8

프랑스

9

미국

10

미국

에센스

래쉬 프린세스 폴스 래쉬 이펙트 마스카라

(essence)

(Lash Princess False Lash Effect Mascara)

닉스

리트랙터블 아이라이너

(NYX)

(Retractable Eye Liner)

메이블린

핏미 매트 포어리스 리퀴드 파운데이션

(Maybelline)

(Fit Me Matte + Poreless Liquid Foundation)

메이블린

스카이 하이 워셔블 볼류마이징 마스카라

(Maybelline)

(Sky High Washable Volumizing Mascara)

메이블린

인스턴트 에이지 리와인드 이레이저 멀티 유즈 컨실러

(Maybelline)

(Instant Age Rewind Eraser Multi-Use Concealer)

메이블린

토탈 템테이션 아이브로우 디파이너 펜슬

(Maybelline)

(Total Temptation Eyebrow Definer Pencil)

닉스

점보 아이 펜슬

(NYX)

(Jumbo Eye Pencil)

로레알

래쉬 파라다이스 마스카라

(L'Oreal)

(Lash Paradise Mascara)

메이블린

래쉬 센세이셔널 부스팅 아이래쉬 세럼

(Maybelline)

(Lash Sensational Boosting Eyelash Serum)

닉스

버터 글로스

(NYX)

(Butter Gloss)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컨실러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속눈썹 케어
립 글로스

미국 메이크업 인기 카테고리 Overview
미국 대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amazon.com)의 2022년 3월 메이크업 상위 10개 인기 제품을 확인한 결과, 에센스
마스카라가 1위를 차지했으며, 아이라이너와 아이브로우 펜슬 등 아이 메이크업 제품 총 7개가 인기 순위에 포함되었음. 눈 화장
중심으로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아이 메이크업을 돋보이게 만드는 아이래쉬 세럼이 9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띔. 아이 제품 외에는 파운데이션, 컨실러, 립 글로스가 각 한 품목 씩 이름을 올림
1위를 차지한 독일 브랜드 에센스와 8위의 프랑스 로레알을 제외하고는 스킨케어와 마찬가지로 메이크업 제품 역시 미국

브랜드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메이블린은 베이스, 아이 메이크업 등 총 5개 제품이 인기 순위에 포함되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볼 수 있으며, 닉스도 아이 메이크업과 립 글로스, 총 3개 제품이 이름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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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에센스(essence)

1

• 상품명 : 래쉬 프린세스 폴스 래쉬 이펙트 마스카라
• 원뿔형 브러쉬가 특징으로 인조 속눈썹처럼 풍성하고 깔끔한 연출
• 브랜드 : 닉스(NYX)

2

• 상품명 : 리트랙터블 아이라이너
• 부드럽게 발리고 열과 습기에 강한 오토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

• 브랜드 : 메이블린(Maybelline)

3

• 상품명 : 핏미 매트 포어리스 리퀴드 파운데이션
• 완벽 밀착, 내추럴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며 40가지 색상 제공
• 브랜드 : 메이블린(Maybelline)

4

• 상품명 : 스카이 하이 워셔블 볼류마이징 마스카라
• 유연한 브러쉬로 속눈썹 뿌리부터 끝까지 길고 풍성하게 연출
• 브랜드 : 메이블린(Maybelline)

5

• 상품명 : 인스턴트 에이지 리와인드 이레이저 멀티 유즈 컨실러
• 다크 서클을 감추고 밝은 피부 톤을 만드는 안티에이징 컨실러
• 브랜드 : 메이블린(Maybelline)

6

• 상품명 : 토탈 템테이션 아이브로우 디파이너 펜슬
• 손쉬운 사용과 섬세한 눈썹 표현이 가능한 아이브로우 펜슬
• 브랜드 : 닉스(NYX)

7

• 상품명 : 점보 아이 펜슬

• 부드럽고 은은한 새틴 광으로 매력적인 눈매를 연출하는 아이 크레용
• 브랜드 : 로레알(L'Oreal)

8

• 상품명 : 래쉬 파라다이스 마스카라
• 깃털처럼 가볍고 번짐과 뭉침, 벗겨짐이 없는 올 데이 마스카라
• 브랜드 : 메이블린(Maybelline)

9

• 상품명 : 래쉬 센세이셔널 부스팅 아이래쉬 세럼
• 아르기닌, 프로비타민 B5가 함유되어 속눈썹을 강하고 풍성하게 케어
• 브랜드 : 닉스(NYX)

10

• 상품명 : 버터 글로스
• 버터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끈적임이 없는 립 글로스

22

• 브랜드 : 닉스(NYX)
• 상품명 : 리트랙터블 아이라이너
(Retractable Eye Liner)
• 브랜드 국가 : 미국
• 가격 : 6.5달러(한화 약 8,067원/4.99g)
• 제품 특징 : 크리미한 제형으로 눈가에서 부드럽고 선명하게 라인이 표현되며
번짐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간편한 오토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
• 주요 기능 : 워터 프루프, 스머지 프루프, 크루얼티 프리
• 브랜드 홈페이지 : www.nyxcosmetics.com

Brand story, 개성과 자유로운 감성을 담은 프로 메이크업
그리스 신화에서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했던 밤의 여신의 이름을 딴
닉스는 한인 여성 토니 고(Toni Ko)가 1999년 LA에서 아이라이너
펜슬과 립 라이너를 판매하며 시작되었다. 명품 화장품 못지 않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바탕으로, 유명
모델을 내세우는 광고 홍보 대신 소셜 미디어를 집중 공략하며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각인 시켰다. 강력한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가지게 된 닉스는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2014년 세계적인 뷰티
기업 로레알에 인수되었다. 이후, 자유롭고, 대담하며, 다채로운
개성을 표현하는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Marketing, 가상 메이크업 & 프로 아티스트 컨설팅 서비스
닉스는 메이크업 브랜드들이 전통적으로 매장에서 제공해 오던 각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와 고객들이 24시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버추얼(virtual)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셀카 사진을
업로드 하거나 라이브 모드로 얼굴을 인식시킨 후, 원하는 제품을

자신의 얼굴에 입혀보고 상상했던 메이크업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프로 아티스트에게 메이크업을 추천
받거나, 내 피부 톤에 딱 맞는 파운데이션 컬러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서비스는 가상 현실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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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미한 텍스쳐와 오래 지속되는 선명한 컬러
하루 종일 수정할 필요 없이 지속력이 뛰어난 ‘노 리터치(No retouch)’
아이라이너 펜슬로 인기를 얻고 있다. 크리미한 제형이 눈가에서
부드럽게 발리고 선명한 색상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장점이다.
번짐 현상이 적은 스머지 프루프 제품으로 땀이나 눈물, 피지로
메이크업이 지워지기 쉬운 눈 아래, 눈 꼬리에 사용하기에도 좋다.
오토 펜슬 타입은 사용이 편리하고, 별도의 샤프닝을 쓰지 않아도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다양한 개성의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컬러를 제공하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소셜 미디어로 확산되는 다양한 제품 활용법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는 사용자들의 메이크업 룩과 제품 활용법을
담은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컬러를 어떻게 활용하지 보여주고,
립 라이너로 함께 사용하는 등 이색적인 방법도 눈길을 끈다. 특히,
화이트 컬러는 하이라이트용으로 인기이고, 눈물로 유지가 어려운
점막 부위에도 사용하기 좋은 아이라이너로 추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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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메이블린(Maybelline)
• 상품명 : 래쉬 센세이셔널 부스팅 아이래쉬 세럼
(Lash Sensational Boosting Eyelash Serum)
• 브랜드 국가 : 미국
• 가격 : 13.99달러 (한화 약 17,367원/5.1g)
• 제품 특징 : 속눈썹에 아르기닌과 프로 비타민 B5 등의 영양 성분을 공급하고
연약한 속눈썹을 강하고 풍성하게 관리해주는 속눈썹 전용 세럼
• 주요 기능 : 건강하고 풍성한 속눈썹 케어
• 브랜드 홈페이지: www.maybelline.com

Brand story, 메이크업 트렌드를 주도해 온 100년의 역사
1915년에 시작된 메이블린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크업 브랜드다. 오랜 세월만큼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메이블린은 1960년에 최초의 워터 프루프 마스카라를 선보인
브랜드로, 2022년 현재까지도 마스카라는 끝없이 리뉴얼 되며 주력
제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시작부터 현재까지 뉴욕의 당당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포뮬러와 혁신적인 텍스쳐, 트렌디한 컬러를 담은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Marketing, 글로벌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 활발
메이블린은 글로벌 스타들을 모델로 선정해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 걸그룹 있지(ITZY)가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모델로 발탁되었고, 9월에 역대 최초 랜선 라이브 뮤직쇼를
진행한 바 있다. 이 행사는 ‘프레스 플레이 위드 있지(Press Play with
ITZY)’라는 타이틀로 있지의 라이브 쇼와 소비자와의 실시간 소통,
메이블린 제품 홍보를 진행하였고, 전 세계 15만 명이 동시 접속해
주목을 받았다. 2022년 3월에는 새로운 브랜드 앰버서더가 된 인기
가수 테이트 맥레이(Tate McRae)의 콘서트 티켓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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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리뷰에서 증명되는 풍성한 속눈썹 개선 효과
마스크 착용으로 눈 화장과 아이 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을 굵고 튼튼하게 관리해주는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메이블린 래쉬 센세이셔널 부스팅 아이래쉬 세럼은 하루 2번, 사용
4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일부 사용자들은 그
보다 더 빨리 효과를 보았고 사용 즉시 변화가 느껴진다는 리뷰가 있을
정도로 인기다. 짧고 숱이 없는 속눈썹이 풍성해지고 메이크업을 지울
때 덜 빠지는 등 지속력이 좋은 점을 인기 요인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 래쉬 센세이셔널 시리즈의 높은 인기와 인지도
메이블린의 래쉬 센세이셔널 마스카라는 베스트 제품 중 하나로, 과거
할리우드 배우이자 영국의 왕자비인 메건 마클(Meghan Markle)이

사용한다는 사실이 틱톡으로 확산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마스카라와 같은 시리즈인 래쉬 센세이셔널 부스팅 아이래쉬 세럼은
마스카라의 인기에 힘입어 함께 주목을 받았고,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로 풍성한 속눈썹을 가질 수 있다고 추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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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월

홍보채널

('21년)5월

('21년)8월

('21년)11월

유통채널

① 얼루어 스토어 오픈

① 타깃(Target) 내 얼타 매장 오픈

② 얼루어 뷰티 박스 운영

② 흑인 뷰티 브랜드 투자 및 마케팅

('22년)2월

유통채널

① 다양한 할인 쿠폰 제공
② 전용 앱을 통한 쇼핑 편의 제고
③ 시즌 별 테마 뷰티 박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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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홍보채널

얼루어(allure)

▶

Main Customers
성별

여성

남성

연령대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직업

학생

회사원

전문직

인플루언서

기타

소득수준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출처: 미국 뷰티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정리

▶

Characteristics
① 얼루어 스토어 오픈
- 2021년 7월 뉴욕에 얼루어 스토어(allure Store) 오픈
- 150개 이상 브랜드/스킨케어,메이크업 등 280개 제품 구성
- 얼루어 뷰티 어워드 수상 제품 및 에디터 추천 제품 소개
- 스마트 거울, 증강 현실을 통한 제품 가상 체험, QR코드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360도 몰입형 쇼핑 경험 제공

② 얼루어 뷰티 박스 운영
- 100달러 이상 상당 가치의 6개 이상 뷰티 제품 구성
- 미국 내 무료 배송, 얼루어 멤버 스토어 이용 권한 제공 및
소매가의 최대 80% 할인 혜택, 첫 구매 시 사은품 증정
- 구독 비용 : 1개월(23달러), 3개월(65달러), 1년(250달러)
- 3월 신규 회원 특별 박스 : 290달러 상당의 10개 제품 제공
출처: 얼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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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년도
업태

1991년
뷰티 &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홈페이지

www.allure.com

독자 수

약 340만 명(2021년 기준)

SNS 팔로워 수

약 470만 명(2021년 기준)

기업 정보

주요 콘텐츠

뷰티 트렌드 정보, 제품 리뷰,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드, 뷰티 박스 등

• 뷰티 전문 매거진으로 시작해 아름답고 매력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 정보를 함께 제안하고 있는
얼루어는 독자들에게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지향하고 있음

채널 컨셉

• 객관적이면서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넓은 문화적 맥락에서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저널리즘적인 접근과 높은 미적 기준으로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가고 있음

소비자 평가

유저 - ★ ★ ★

“코스모폴리탄, 엘르 매거진보다는 적은 독자 수”

신뢰도 - ★ ★ ★ ★

“전문가 작성, 철저한 리뷰로 신뢰도 호평”

편리성 - ★ ★ ★ ★ ★

“온라인 플랫폼, 앱,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여 편의성 제고”

네덜란드 스킨케어 브랜드 블룸 이펙트(Bloom Effects)
• 튤립 성분을 주 소재로 한 스킨케어 브랜드 블룸 이펙트는 얼루어 베스트 오브 뷰티(Best of Beauty)
어워드 수상 내역을 활용하여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

• 블룸 이펙트 홈페이지 및 SNS에 어워드 수상 제품 홍보 (튤립 넥타 스킨 리페어, 로얄 튤립 넥타)
• 어워드 수상 제품을 활용해 인스타그램 경품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타깃의 관심을 유발하고
얼루어와 블룸 이펙트 SNS 계정에 함께 노출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 얼루어 온, 오프라인 스토어에 해당 제품 입점 판매 /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제품 홍보 이벤트를 병행

활용 사례

• 얼루어 스토어 입점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고 매장 이벤트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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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유통채널

얼타 뷰티(Ulta Beauty)

▶

Main Customers
성별

여성

남성

연령대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직업

학생

회사원

전문직

인플루언서

기타

소득수준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출처: 미국 뷰티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정리

▶

Characteristics
① 타깃(Target) 내 얼타 뷰티 매장 오픈
- 2021년 8월 미국 대형 유통 체인 타깃(Target)과 협업해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미니 얼타 뷰티 매장 오픈
- 크리니크, MAC, 어반 디케이 등 50개 이상 뷰티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제품을 판매
- 2021년 100여 개 매장을 시작으로 향후 수 년에 걸쳐
약 800여 개의 타깃 매장으로 확대 목표

② 흑인 뷰티 브랜드 투자 및 마케팅 지원
- 2022년 3월 얼타 뷰티는 매대 공간의 최소 15%를
흑인 소유의 뷰티 브랜드를 위해 배정하겠다고 발표
- 2021년에 흑인 소유 브랜드의 수를 13개에서 28개로
두 배 이상 늘렸으며, 흑인이 소유하거나 설립, 경영을
주도하는 브랜드의 마케팅에 850만 달러 규모 투자
출처: CNBC, 모닝브루

- 흑인 창업가를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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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년도

1990년

업태

화장품 소매 체인

홈페이지

www.ulta.com

연 매출액

86억 3,100만 달러(약 10조 4,694억 원, 2021년 기준)

기업 정보
매장 수
취급 제품

1,308개(2022년 1월 기준)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네일, 헤어케어 등

• 얼타 뷰티는 매출액 기준 미국 최대 규모의 뷰티 유통 업체로, 뷰티 애호가들에게 화장품을 비롯해

채널 컨셉

향수, 헤어케어, 살롱 서비스 등 다양한 뷰티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Piper Sandler)가 2021년 미국 청소년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0대들이 선호하는 뷰티 체인으로 얼타 뷰티가 점유율 46%를 차지하며 1위 기록

소비자 평가

가격 - ★ ★ ★

“세포라와 비슷한 가격대. 온라인 쇼핑몰 대비 비싼 편”

품질 - ★ ★ ★ ★

“저가부터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 입점”

편리성 - ★ ★ ★ ★ ★

“앱, AR 기술,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고객 편의성 제고”

• 글로벌 브랜드 : 샤넬(Chanel), 디올(Dior), 아르마니(Armani), 구찌(Gucci) 등

취급 브랜드

• 현지 브랜드 : 얼타 뷰티 컬렉션(Ulta Beauty Collection), 에스티 로더(Estée Lauder) 등
• 한국 브랜드 : 바닐라코(Banila Co), 스킨푸드(Skinfood), 코스알엑스(COSRX) 등

미국 헤어케어 브랜드 패턴(Pattern)
• 곱슬머리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헤어케어 브랜드를 지향하며 흑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패턴(Pattern)은 2019년 출시 후 2년간 얼타 뷰티에서 독점 판매했으며, 타깃(Target) 유통 체인 내

숍인숍(Shop in Shop) 미니 얼타 뷰티 매장에도 입점
• 대용량 제품을 할인하는 점보 러브 세일 이벤트 및 헤어케어 50% 세일 이벤트 등 얼타 뷰티와 함께
시즌 한정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판매 촉진을 도모
• 여행용 샴푸, 컨디셔너로 구성된 뷰티 온더고 키트(Beauty On-the-Go Kit) 출시 및 얼타 뷰티 판매

활용 사례

• 패턴 창립자이자 배우인 트레이시 엘리스 로스(Tracee Elliss Ross)는 얼타 뷰티의 다양성 및 포용성
이니셔티브 고문 역할을 수행하며 흑인 소유 뷰티 브랜드 지원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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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유통채널

룩판타스틱(Lookfantastic)

▶

Main Customers
성별

여성

남성

연령대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직업

학생

회사원

전문직

인플루언서

기타

소득수준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출처: 미국 뷰티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정리

▶

Characteristics
① 다양한 할인 쿠폰 제공
- 여러 브랜드의 기간 한정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100여 개의 쿠폰 코드를 제공
- 쿠폰 플랫폼 스튜던트 빈즈(Student Beans)와 협업해
학생에게는 20% 스페셜 할인 혜택을 제공

② 전용 앱을 통한 사용자 쇼핑 편의 제고
- 전용 앱 다운로드 시 독점 혜택 정보를 빠르게 제공
- 선구매 후지불(BNPL, Buy Now Pay Later) 업체인
애프터페이(Afterpay)와 제휴해 무이자 결제 서비스

③ 시즌 별 테마 뷰티 박스 출시
- 시즌 별 다양한 테마의 뷰티 박스 및 여러 브랜드와 협업해
리미티드 에디션 박스를 선보이고 있음
출처: 룩판타스틱

-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이 설립한 브랜드 뷰티 박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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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년도
업태

1996년
온라인 뷰티 스토어

홈페이지

us.lookfantastic.com

연 매출액

2억 9,710만 달러(약 3,700억 원, 2021년 기준)

기업 정보
월 방문자 수
취급 제품

약 100만 명(2022년 3월 기준)
스킨케어, 메이크업, 바디케어, 헤어케어, 맨즈케어, 향수 등

• 룩판타스틱은 영국에서 탄생한 유럽 No.1 온라인 뷰티 스토어로, 450개 이상의 유명 브랜드와

채널 컨셉

12,00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시그니처 상품인 룩판타스틱 뷰티 박스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활발히 전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

소비자 평가

가격 - ★ ★ ★ ★

“온라인 쇼핑몰 위주로 운영되기에 상대적으로 저렴”

품질 - ★ ★ ★ ★

“저가부터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 입점”

편리성 - ★ ★ ★ ★

“전용 앱, 애프터페이 기능으로 구매 편의성 제고”

• 글로벌 브랜드 : 가르니에(Garnier), 록시땅(L'Occitane), 바이오더마(Bioderma) 등

취급 브랜드

• 현지 브랜드 : 뉴트로지나(Neutrogena), 아비노(Aveeno), 에스티 로더(Estée Lauder) 등
• 한국 브랜드 : 설화수(Sulwhasoo), 헉슬리(Huxley), 홀리카 홀리카(Holika Holika) 등

헝가리 스킨케어 브랜드 오모로비짜(Omorovicza)
•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오모로비짜(Omorovicza)는 룩판타스틱과 협업해
피부에 평온한 휴식을 부여하는 헝가리 스파 컨셉을 담은 스페셜 뷰티 박스를 출시
• 모이스처라이저, 페이셜 미스트, 클렌징 밤, 딥 클렌징 마스크 등 6개 제품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구매 시 435달러 상당 가치의 뷰티 박스를 130달러(한화 약 16만원)에 판매
• 3개월 이상 룩판타스틱 뷰티 박스를 구독한 고객이 구매 시에는 20달러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

활용 사례

• 오모로비짜 리미티드 박스 출시를 기념해 오모로비짜 SNS에서 댓글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룩판타스틱 SNS에도 오모로비짜의 주요 제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

33

기업명

iMomoko International Inc.

홈페이지

www.imomoko.com

대표전화

+1 626 672-0516

소재지

로스앤젤레스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07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시세이도(Shiseido), 닥터자르트(Dr.Jart+) 등
· 주요 수입국가: 일본

취급제품종류

화장품, 스킨케어, 바디케어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가격, 브랜드

기타

B2C 온라인쇼핑몰로미국 전역에보급

이름: Betty Zhu / 창립자
이메일: hz@imomo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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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Total Beauty Experience

홈페이지

www.totalbeautyexp.com

대표전화

+1 916-481-7994

소재지

새크라멘토

기업개요

· 설립연도: 1994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베어미네랄(Bare Minerals), 퓨어올로지(Pureology)
· 주요수입국가: 프랑스

취급제품종류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케어, 네일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품질, 가격

기타

살롱리테일샵/ 900개이상의브랜드취급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Gabby Moreno / 매니저
이메일: gabby@totalbeautyexp.com

기업명

Seoul Mamas

홈페이지

www.seoulmamas.com

대표전화

hello@seoulmamas.com

소재지

세인트루이스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6년
· 비즈니스형태: ODM/OEM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한국화장품제조사와협력
· 주요 수입국가: 한국

취급제품종류

스킨케어, 마스크팩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품질, 성분

기타

한국의스킨케어제조업체와직접협력하여제품 공급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Eric Cope / 창립자
이메일: eric@seoulmam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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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Beautylish

홈페이지

www.beautylish.com

대표전화

+1 877 992-5474

소재지

샌프란시스코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0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취급브랜드: 샬롯틸버리(Charlotte Tilbury), 아워글래스(Hourglass) 등
· 주요수입국가: 프랑스

취급제품종류

화장품, 향수, 스킨케어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브랜드

기타

화장품판매전문온라인쇼핑몰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Cara Higa/ 구매담당자
이메일: cara.higa@beautylish.com

기업명

Pink Seoul

홈페이지

www.pinkseoul.com

대표전화

+1 925-587-3888

소재지

캘리포니아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6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어퓨(A'pieu), 이니스프리(Innisfree) 등
· 주요 수입국가: 한국

취급제품종류

스킨케어, 마스크팩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브랜드, 가격

기타

K-뷰티맞춤형큐레이션구독박스서비스 제공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Anna Ono / 창립자
이메일: anna@pink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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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Beauty Joint

홈페이지

beautyjoint.com

대표전화

+1 213 283 6547

소재지

로스앤젤레스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1년
· 비즈니스형태: 도매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이엘에프(e.l.f.), 닉스(NYX), 루드(RUDE) 등
· 주요수입국가: 프랑스

취급제품종류

화장품, 스킨케어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브랜드, 가격

기타

화장품도매및공급업체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Brian Lee / 마케팅디렉터
이메일: customerservice@beautyjoint.com

기업명

The Cosmetic Market

홈페이지

www.thecosmeticmarket.com

대표전화

+1 615 298 7759

소재지

테네시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1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꼬달리(Caudalie), 바이테리(By Terry) 등
· 주요 수입국가: 프랑스

취급제품종류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케어, 바디케어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없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브랜드, 품질

기타

오프라인매장에서풀에스테틱트리트먼트및 왁싱서비스지원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Linda Roberts / 창립자
이메일: contact@thecosmeticmark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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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oo35mm

홈페이지

oo35mm.com

대표전화

+1 718 496 8163

소재지

뉴욕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09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에뛰드하우스(Etude House), 이니스프리(Innisfree) 등
· 주요수입국가: 한국

취급제품종류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케어, 바디케어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가격, 품질

기타

미국뉴욕 차이나타운근처에입지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Shirley Yung /미디어, 마케팅담당자
이메일: syung@cpc-nyc.org

기업명

Peach & Lily

홈페이지

www.peachandlily.com

대표전화

+1 800 338 9152

소재지

뉴욕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2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바닐라코(BanilaCo.), 아로마티카(Aromatica) 등
· 주요 수입국가: 한국

취급제품종류

화장품, 스킨케어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브랜드, 가격

기타

아시아최고의뷰티제품을소개하는뷰티 전문샵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Catherine MacVeagh / 영업운영부
이메일: catherine@peachandl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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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Soko Glam

홈페이지

sokoglam.com

대표전화

+1 714 904 2973

소재지

뉴욕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2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한스킨(Hanskin), 메디힐(Mediheal) 등
· 주요수입국가: 한국

취급제품종류

화장품, 스킨케어, 헤어케어, 바디케어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브랜드

기타

한국뷰티 제품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온라인마켓플레이스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Bryan L. / 운영부이사
이메일: bryan@sokogl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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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화장품 시장

한눈에 보기
브라이트닝 세럼의 인기, 바디케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
스킨케어 효능 중에서도 특히 잡티와 피부 톤 개선에 관심이 많은 멕시코 여성들에게 브라이트닝 세럼의 인기가
높다. 아마존 멕시코의 스킨케어 인기 제품 중에는 브라이트닝 효과를 소구하는 세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제품들이 비타민 C를 중심으로 히알루론산, 비타민 E 등 다양한 성분을 복합적으로 배합하고 있는
모습이다. 페이셜케어만큼 바디케어에 신경쓰는 이들도 증가하면서 보습 이외에 탄력, 영양, 안티 셀룰라이트
등 다양한 바디 고민과 니즈에 대응하는 고기능 바디 트리트먼트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화려함과 미니멀이 공존하고 있는 멕시코 메이크업 시장
마스크 위로 드러나는 아이 메이크업에 주목하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멕시코 여성들이 새로운 스타일의
메이크업에 도전하면서 아이 메이크업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다. 다채로운 색상의 아이섀도부터 글리터, 그래픽이 접목된
아이라인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눈가를 컬러풀하고 또렷하게 완성하는 컬러 아이라이너의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네일 아트는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살아있는 미니멀 네일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손톱 끝에만 매니큐어를 바르는 프렌치
네일, 깔끔한 누드 베이스에 큐빅, 진주 등 작은 액세서리나 스티커를 붙여 엣지를 더하는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헤어 컬러링과 인스타그램 뷰티 룩에 열광하는 멕시코 MZ세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헤어 염색에 관심이 높은 멕시코 MZ세대들 사이에서 2022년 봄, 여름 시즌에는 보다 밝은 톤
의 컬러가 유행하고 있다. 시크하고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플래티넘 색상을 비롯해 판타지한 분위기의 파스텔 핑크,
멕시코인들의 피부색에 잘 어울리는 컬러로 꼽히는 오렌지 브라운이 특히 인기다. SNS를 통해 각종 뷰티 정보를 수집하고 인스
타그램을 사로잡는 뷰티 룩에 열광하는 MZ세대를 타깃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인스타그램 소통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
다. 멕시코 대표 뷰티 인플루언서 유야 (Yuya)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 유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채널의 성장, 화장품 브랜드들에게 새로운 기회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아마존 멕시코(Amazon Mexico) 등과 같은 온라인 채널이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가, 중고가 등 모든 화장품 브랜드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은 멕시코 화장품 시장 역시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용하거나
유저가 스스로 제품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 업로드해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방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

멕시코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TIP
현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멕시코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대와 품질을 갖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시기이며, 중고가
브랜드에 대한 시장 기회와 성장 가능성도 공존하는 만큼 명확한 타깃 소비층 설정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멕시코에서 한국 화장품은 고품질의 제품력과 눈길을 끄는 특별한 패키지가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욱 강화하여
효과를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와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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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통해 바라본
멕시코 화장품 시장

팬데믹 이후 멕시코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에 매우 민감한 모
습을 보이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세럼, 페이셜 클렌저, 선

케어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고,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과 헤어 컬
러들이 트렌드로 주목받는다.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Guillermo José Probert Granja
Mediterranea Cosmetics 멕시코 지역 매니저
g.probert@cosmeticosdeeuropa.com.mx (이메일)

와 같은 온라인 채널은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며 화장품 브랜드
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다. 더불어 멕시코의 트렌
드를 이끌고 있는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틱톡 등

코로나19 감염이 감소되고 경제가 개선되면 가격이 높은 수입

소셜 미디어가 화장품 마케팅과 판매에 중요한 채널로 몸집을

제품들의 소비가 조금 더 괜찮겠지만, 지금은 적당한 수준의

키워가고 있다. 그 밖에 멕시코 화장품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기

가격과 품질을 갖춘 제품이 가장 인기다. ‘가격과 품질’이라는

위해 현지 뷰티 전문가와 멕시코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맞출 수 있다면 신규 브랜드라도 성공할

인터뷰를 진행했다.

것이다. 잘 관리되는 이커머스(e-commerce)를 활용하면 수입
브랜드들이 멕시코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큰 자본을

최근 멕시코 화장품 소비 트렌드
팬데믹 기간 동안 화장품을 소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
격이 되었다. 이는 내가 멕시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의 사
례에서도 알 수 있다. 럭셔리 이탈리아 브랜드 메디테라니아 코

투자할 수 있다면 럭셔리한 독점 브랜드 혹은 프레스티지
채널로 런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멕시코 뷰티 시장의 변화

스메틱(Mediterranea Cosmetics)은 팬데믹 동안 큰 영향을 받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멕시코 정부는 재정적 경기 부양책을

다. 멕시코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브랜드라는 점을 감안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해에 비해 공공 지출의 규모가 적었다.

하더라도 평균 90달러 수준의 안티에이징 크림은 판매가 잘 되

게다가 멕시코는 예년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런

지 않았다. 최근에 비로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판매가 개선된

이유로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화장품 시장의 성장도 감소한

상황이다. 반면에 스페인 브랜드 포스트쿠엄(PostQuam)의 25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달러 수준의 안티에이징 크림의 판매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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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 경계하고 마스크 착용이

네일 아트도 인기다. 멕시코에는 손톱에 컬러를 입히고 다양한

보편화되어 있다. 이제 물건을 사기 전에 직접 제품을 테스트

기술로 장식하는 네일 스파들이 많다. 네일 샵에서 가장 유명한

해보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의 패키지나

브랜드는 오피아이(OPI)일 것이다. 네일 아트 스타일은 깊은

이미지,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색상과 질감이 살아있고, 심플한 디자인이 인기다. 다크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 이커머스는 아직 낮은 시장 점유율에도

컬러부터 뉴트럴, 메탈릭 등 여러 가지 컬러들이 활용되고 있고,

불구하고, 매우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커머스는

무광택 마감부터 반짝이까지 다양한 질감으로 연출된다.

저가 브랜드, 고가 브랜드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손톱을 입체감 있게 장식하는 3D 효과와 붙이는 네일 팁도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패셔너블하게 연출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앞으로 팬데믹이 종식되면 소비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 아마존 멕시코 인기상품 칼랑수안(Kalanxuan) 컬러 헤어 왁스 >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저축이라는 경제 정책을 벗어나겠다고 제안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럴 경우 내수 경기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다.

최근 제품 트렌드 및 이슈
출처: 아마존멕시코

스킨케어 품목에서는 페이셜 클렌저와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선케어 제품들이 인기다. 바디 제품의 수요도 늘었다.

체지방을 태우고 사이즈를 줄여주는 효과를 내세우는 바디
제품들도 유명하다. 사람들은 그런 제품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실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양한 피부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들이 있지만 좀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은 수입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의
제품들인 것 같다.
최근 유행하는 이슈로는 판타지한 분위기의 화려한 헤어
컬러를 꼽을 수 있다. 멕시코에서는 핑크, 퍼플, 그린, 블루, 레드,
실버까지 다양한 색상을 과감하게 사용한 헤어 스타일이
유행이다. 특히, 멕시코의 MZ세대에게 매우 인기이며 헤어

전체를 화려한 색상으로 염색하거나 하이라이트 및 플래시
형태로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다양한 컬러를 활용하고 있다.
플래티넘부터 파스텔 톤의 밝은 헤어 컬러가 특히 인기다.

최근 주목받는 화장품 성분
지금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있는 화장품 성분으로는 단연코
‘비타민 C’ 라고 말할 수 있다. 다양한 브랜드에서 비타민 C
세럼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대체로 잘 팔린다.
히알루론산도 인기다. 히알루론산은 화장품 시장에서 이미
오래된 성분이지만, 멕시코 시장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며
스킨케어 제품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고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되고 있다. 멕시코 사람들은 비타민 C와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 안색을 개선하고 주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호한다.

천연 성분을 사용한 제품은 대체로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다.
< 비타민C와 히알루론산이함유된 코티디앵비타민 C 세럼 >

플래티넘 색상은 다른 모든 색상과 잘 어우러지고, 멕시코인의
피부 색상에 잘 어울려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멕시코 MZ세대는 헤어 뿐만 아니라 패션의 모든 면에서
반항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데, 옷차림과 피어싱, 문신,
매니큐어 등 패션 아이템들을 화려한 색상으로 모두 착용하는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흔한 일이 되었다.

출처: 아마존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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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있는 비타민 C제품들은 분명히 저렴한 가격대이다. 지금은

유행하는 메이크업 트렌드

가격이 구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다. 예를 들어
스킨수티컬즈(Skinceuticals)는 피부 관리와 노화 예방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이지만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저가 브랜드에
비해 판매가 좋지 못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지출을
하지 않고 더 값싼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현재 유행하는 메이크업 트렌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마스크 위로 드러나는 모습에 주목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아이 메이크업에 집중하는 것인데 주로 강렬한
색상을 사용하고 음영을 주는 화장법으로 눈매가 화려하고
깊어 보이도록 연출한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여성의 피부는
햇빛에 그을린 듯한 태닝 피부 톤에 잡티가 많아 눈을 강조하는

최근 인기있는 화장품 브랜드

것이 매력적인 룩을 연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풍성한
눈썹과 또렷하게 아이라인을 표현하고, 다양한 메이크업

가장 먼저 세라비(CeraVe)를 꼽을 수 있다. 세라비는 품질 좋은

스타일과 색상이 모두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있는 제품으로는

크림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판매하면서, 더마 코스메틱 시장에

바비브라운(Bobbi Brown), 맥(MAC), 아나스타샤(Anastasia),

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서 인지도를 높

어반디케이(Urban decay), 닉스(NYX) 등의 브랜드에서

이고 있고, 드러그 스토어와 아마존,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출시되는 아이 메이크업 키트(다양한 아이섀도 컬러가 한

libre) 같은 온라인 쇼핑몰 등 여러 판매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팔레트로 구성된 제품), 입체적인 윤곽 메이크업이 가능한

로레알(L'Oréal) 컨투어링 베이스 팔레트를 꼽을 수 있다.
매우 다양한 품목을 보유한 토니모리(TONYMOLY)는
멕시코에서 매우 독창적인 브랜드다. 브랜드만의 성공적인

아이 메이크업 이외 품목에서는 치크 블러셔는 적게 사용하고,

차별점은 ‘혁신’에 있는 듯하다. 멕시코에서 토니모리와 비슷한

얼굴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는 일루미네이터를 더 많이

스타일을 보이는 제품은 없다. 이런 이유로 토니모리는

사용하는 추세다. 립 메이크업은 립 라이너와 매트한 립스틱이

주목받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인기인데 주로 내추럴한 무드의 베이지, 다양한 톤의 레드, 핑크,
브라운 계열이 트렌드 컬러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야(Yuya)를 꼽고 싶다. 인플루언서 유야(Yuya)가
만든 브랜드로 그녀의 유명세와 더불어 제품의 가격 접근성이

또한, 멕시코에서는 봄, 여름 시즌이 오면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고, 멕시코 전역에 매우 잘 유통되고 있어 인기다. 유야의

즐기기 위해 더욱 과감한 메이크업이 유행한다. 무더위를 잊게

제품은 멕시코에서 만들고 최상은 아니더라도 양질의 품질을

하는 가벼운 옷차림처럼 메이크업도 답답함 없이 시원하고

갖추었다. 유야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자신의

화려해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래픽 라인, 블루 아이섀도,

브랜드를 런칭하고 성공적으로 판매로 연결할 수 있는지

쥬얼리 메이크업과 같이 관능미를 발산하는 대담한 스타일이

완벽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2,50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인기다. 광고 역시 그런 트렌드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보유한 유야는 그녀가 제안하는 모든 것을 판매한다. 유야

개인적으로 이런 메이크업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화장품의 인기가 급증한 이유는 그녀의 메시지와 아이덴티티,

생각하진 않지만, 사람들은 스스로를 꾸미면서 자신이 좀더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성이 강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돈되고 잘 차려 입은 듯한 느낌을 얻는 것 같다.

< 유야 제품을홍보하고있는 인플루언서유야 >

출처: 유야유튜브(@yuya)

< 아마존 멕시코의 인기 상품 닉스 아이섀도 팔레트>

출처: 아마존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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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통 트렌드 및 인기있는 온라인 채널
멕시코에서 인기있는 온라인 채널로는 메르카도 리브레
(Mercado Libre)를 꼽을 수 있다. 화장품 유통 채널로서 훌륭한

플레이어다. 리버풀(Liverpool)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유통 채널로써 매우 적절하다. 프리발리아
(Privalia) 아울렛도 높은 할인을 제공하는 채널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또, 멕시코 상류층 사람들에게 두루 선호되고
있는 채널은 아마존 멕시코이다. 아마존은 엄격한 품질
정책으로 판매 제품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사람들에게 친숙한 파마시아 과달라하라(Farmacias
Guadalajara)는 약국이 합쳐진 슈퍼마켓 형태인데, 미국의
드러그스토어 월그린(Walgreens)과 비슷하지만 멕시코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더 싸다. 일반 소비재를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매우 유사하지만 공급하는 제품은 좀 적다. 멕시코에는

상당한 수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를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식이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트렌드는 유저가 스스로 제품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 업로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유니레버(Unilever)의 인스타그램이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워를 확보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유행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특히, 멕시코의 MZ세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영감을 얻는다. MZ세대의 사고 방식은

옴니채널(omni-channel)로 필요한 것을 가능한 빨리 찾고
어디서나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MZ세대의 성향에 딱 맞다. 최근에는 판매와 연계되는
틱톡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유저 제작 영상을 활용한 유니레버 마케팅 >

파마시아 과달라하라와 비슷하면서 다른 형태의 매장들이 여럿
있는데, 파마시아 산 파블로(Farmacia San Pablo)는 약국에
특화된 슈퍼마켓 형태이고, 파마시아 델 아호로(Farmacia del
Ahorro)는 식품 없이 의약품과 건강, 미용 제품만 판매하는
약국이다. 또, 월마트가 소유한 멕시코 할인 매장인 보데가
아우레라(Bodega Aurrera)는 멕시코 소매점의 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기본 소비재와 생활 필수품을 다른 슈퍼마켓보다

출처: 유니레버인스타그램(@dove)

더 좋은 가격에 제공한다.
< 메르카도리브레쇼핑몰 화장품 카테고리>

K-뷰티에 대한 멕시코 소비자의 인식
멕시코에서 한국 제품은 매우 효과가 좋고 눈에 띄는 특별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평판이 좋다. 이는 다른 제품과 뚜렷하게
차별화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시트 마스크팩이 매우 잘 팔린다. 지금은 판매하지
않지만 한국 브랜드 웬뷰티(Whenbeauty)의 마스크팩이

출처: 메르카도리브레

최근 마케팅 트렌드

멕시코에서 판매되었을 때도 인기를 끌었다.
잡화 매장 미니소(Miniso)는 메이크업 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의 아시아 화장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utube), 페이스북(Facebook),

유명한데,한국 제품으로는 토니모리(TONYMOLY)가 잘

최근에는 틱톡(TikTok)까지 모든 소셜 미디어가 인기다. 브랜드

알려져 있다. 아시아 마스크팩은 멕시코에서 매우 유명하지만

의 포지셔닝과 타깃 고객층에 따라 마케팅 활동이 달라질 수 있

대부분 제품이 50~100페소 사이로 가격 경쟁이 매우 심하다.

지만 대중적인 브랜드를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소셜

5페소의 아시아 마스크팩도 볼 수 있다. 참고로 인기를 끌었던

미디어 마케팅을 집행한다.

웬뷰티의 마스크팩 가격은 180페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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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가격대 제품부터 고급 뷰티 브랜드들은 멕시코 화장품 시

한국 중소 기업의 멕시코 진출에 대한 조언

장에서 아직 여유가 있다. 멕시코에는 리버풀(Liverpool)과 같은
매장이나 고급 제품을 판매하는 엘 팔라시오 데 이에로(El
Palacio de Hierro) 같은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의
뷰티 브랜드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예컨대, 모미지(Momiji)는
엘 팔라시오 데 이에로를 통해 멕시코 독점으로 판매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급망이다. 화장품 운송은
일반적으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2021년 지난 몇 달
동안 해상 운송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상시 재고를 확보하는 것과 다양한 품목의 재고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는 화장품 뿐만

놀라운 점은 멕시코 화장품 시장에 한국의 거대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 퍼시픽의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다. 왜 멕시코에 진출하
지 않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아모레 퍼시픽이
멕시코에 진출하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제품을 사용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고, 아모레 퍼시픽은 다양한 제품군으
로 여러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큰

아니라 패션에도 심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소비재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끼쳤다. 비용은 증가하고 판매 마진율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멕시코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유명 브랜드를
멕시코 시장에 들여오려면 그 과정이 이전보다 매우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력까지 뒷받침 되기 때문이다.
멕시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현지
< K-뷰티를 내세우고있는모미지의틴트 제품 >

바이어를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멕시코에서 포스트 쿠엄
코스메틱(PostQuam Cosmetics)을 운영하는 코스모 피엘 데
멕시코(Cosmo Piel de México) 또는 프란스럭스(Franslux)와
같은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멕시코는 훌륭한 화장품

시장이지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멕시코 유통업체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현지 바이어가
출처: 모미지(Momiji)공식홈페이지

제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류 배송 계획을
수립하고 재고 창고와 신용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멕시코에서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열쇠가 될 것이며 재고

멕시코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경쟁자

파손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바이어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직접 멕시코 시장을 개척하고 싶다면 비즈니스

일반적으로 멕시코 사람들은 중국 제품은 품질이 낮고 저렴한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

가격으로 인식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매우 비슷하게 보고 있다.

진입하는 과정이 더 쉬워진다. 멕시코는 비즈니스 활동에

멕시코에서 저렴한 한국 제품은 마스크팩이 유일하다. 마스크

우호적인 시장이다.

팩 이외에 페이셜 스킨케어 제품과 바디 트리트먼트 브랜드들
은 매우 희소하다. 멕시코 여성들은 멕시코에는 없는 고품질의
한국이나 일본 제품을 찾고 있다. 일본 브랜드와 프랑스 등 유
럽 브랜드들이 한국 화장품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 본다.
< 멕시코에서판매 중인 토니모리시트 마스크팩>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대와
품질을 갖춘 제품이 인기,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채널과
중고가 시장은 새로운 기회

출처: 메르카도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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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Trend : Skincare
얼굴은 밝게 몸은 탄력 있게, 머리부터 발 끝까지 신경 쓰는 멕시코 여성들

피부 톤을 밝게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세럼 인기

보습은 기본, 탄력과 영양까지

비타민 C, 히알루론산 등 다양한 성분 복합 처방

페이셜케어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바디케어

멕시코 여성들이 스킨케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면서 밝고 빛나는

꼼꼼한 스킨케어 루틴이 필수가 되고 몸 전체의 피부도 신경을 쓰는

피부가 건강한 피부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피부를 밝게

멕시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바디케어도 페이셜케어만큼 세심히

만들어줄 수 있는 브라이트닝 제품들 중에서도 특히 세럼의 인기가

관리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촉촉하고 탄력

높은 편이다. 바르기 간편하고 활성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빠른 흡수와

있는 몸을 가꾸기 위한 방법, 이와 관련한 바디제품들이 멕시코 뷰티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매체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 얼굴 피부와 몸 피부의 차이로

브라이트닝 기능성은 스킨케어 제품에 있어 대부분이 선호하는

페이셜케어 제품과 다른 바디 전용 제품 사용을 추천하고 있으며

효과로 넓은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브랜드들이 브라이트닝

바디워시, 바디크림, 바디오일 등 멕시코 여성들이 사용하는 바디케어

세럼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피부 톤 전체적으로

제품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유, 시어버터, 코코넛 등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어 생기 있고 화사한 피부로 보일 수 있는 제품을

보습 성분에 초점을 맞췄던 바디케어 제품들이 페이셜케어 제품에

찾고 있는가 하면, 중장년층 여성들은 기미, 잡티를 옅어지게 함으로써

사용되는 인기 성분들을 넣어 탄력과 영양까지 함께 챙기고 있다.

깨끗하고 밝은 얼굴로 가꿀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있다.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바디 크림인 세라비(Cerave) 모이스처

많은 세럼 제품들이 비타민 C를 중심으로 히알루론산 등 다양한

라이징 크림(Moisturizing Cream)은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를

성분을 복합 처방해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이다. 현지 브랜드 코티디앵

함유해 오래 지속되는 보습감을 느낄 수 있고 기존의 무겁고

(Quotidien)의 비타민 C 세럼은 브라이트닝 성분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끈적거리는 바디 크림 제품들과 다르게 매끄럽고 빠르게 흡수되어

비타민 C 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 비타민 E를 조합해 안색 및

인기가 높다. 뷰티 매거진 인스타일(Instyle) 멕시코가 2021년 바디

색소침착 개선, 수분 공급, 노화 방지, 콜라겐 생성 촉진 등 다양한

트리트먼트 베스트 제품으로 선택한 꼬달리(Caudalie) 비노스컬프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제품은 현재 멕시코 시장에서 가장

리프트앤 펌(Vinosculpt Lift&Firm) 바디 크림은 항산화 성분인 포도씨

인기가 높은 브라이트닝 세럼으로,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피부 개선

오일과 폴리페놀을 함유해 안티에이징 효과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효과로 아마존 멕시코에서만 19,000개 이상의 소비자 리뷰를 확인할

바디 스크럽도 얼굴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순하면서 각질 제거 효과를

수 있다. 가르니에(Garnier)의 비타민 C 부스터 세럼(Vitamin C

높이는 유효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인기다. 컴포트존(Comfort

Booster Serum)은 비타민 C와 레몬 추출물, 살리실산을 복합 처방해

Zone)의 바디 스트래티지스트 필 스크럽(Body Strategist Peel

부드러운 각질 케어와 함께 잡티 개선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Scrub)과 트리 헛(Tree Hut)의 비타민 C 시어 슈가 스크럽(Vitamin C

니베아(Nivea)의 루미너스 630 안티 다크 스팟 세럼(Luminous 630

Shea Sugar Scrub)은 아하(AHA)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 건강과 각질

Anti-dark spot Serum)은 히알루론산과 비타민 E 등으로 구성된 자체

케어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으로 인기가 높다. 안티 셀룰라이트

특허 성분 루미너스 630을 함유해 자외선, 노화 등으로 인한 다크

바디 제품도 코엔자임 Q10, L-카르니틴, 레몬 등 스킨케어 인기

스팟을 줄이고, 피부 톤을 맑게 관리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성분을 앞세운 제품을 많이 볼 수 있다.

출처: 아마존 멕시코(Amazon Mexico)

출처: 꼬달리 멕시코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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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Trend : Makeup
화려함과미니멀이 공존하고있는 멕시코 메이크업 시장

다채로운 아이섀도, 글리터, 그래픽 등

액세서리, 스티커 등 활용해 손 끝에 포인트

더욱 컬러풀하고 화려해진 아이 메이크업

심플하지만 엣지있는 미니멀 네일 아트 인기

과감하고 다채로운 색상의 색조 메이크업이 2022년 멕시코 메이크업

화려한 네일 아트를 즐기던 멕시코 네일 시장에 이제 미니멀 네일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 메이크업이 이러한 트렌드를

아트가 대세로 자리하고 있다. 2022년에는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있는

선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길어지면서

미니멀 네일이 떠오르는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디자인은 바로

마스크 위로 드러나는 아이 메이크업에 주목하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프렌치 네일로, 집에서 셀프로 따라해 보기 쉬운 디자인이 많아 더욱

있고, 많은 멕시코 여성들이 새로운 스타일의 메이크업에 도전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 손톱 끝에만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포인트를 주는

되면서 아이 메이크업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다.

프렌치 네일이 2022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된 모습이다.
실버나 골드 글리터를 올려서 반짝이는 효과와 거칠어 보이는 질감을

눈을 또렷하고 커 보이게 만드는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은 2022년에

연출해 미니멀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다. 아이라이너를 도톰하고 진하게

대표적이다. 큐빅, 진주 등 작은 액세서리를 붙여 자칫 밋밋해 보일 수

그리고 화려한 색상의 아이섀도를 사용해 눈을 크게 만들어 생동감

있는 프렌치 네일에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인기다. 또한 꽃무늬, 패턴을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것이 인기다. 특히 기존에 검정색

그려 넣거나 작은 스티커를 붙여 독특한 프렌치 네일 스타일을 연출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두껍고 길게 그렸던 스모키 아이라인이

디자인도 인기가 높다. 미니멀 네일 아트가 유행하면서 스트라이프

그래픽과 기하학적 패턴이 접목된 아이라인으로 진화해 더욱 특징

포인트 만으로 독특하게 표현하는 디자인도 인기다. 투명 베이스

있고 강한 눈매를 완성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눈가에 색감을

네일이나 반투명의 젤리 네일 위에 선을 그려 넣어 심플하면서도 개성

더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더욱 또렷하게 완성할 수 있는 컬러

있는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아이라이너는 2021년부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뷰티 전문가들은

베이비 핑크색은 여러 뷰티 매체와 네일 아트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 유행이 지속되면서 컬러 아이라이너의 인기가

있는 2022년 인기 네일 컬러로 선택되었다. 옅은 컬러감이 미니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네일 아트에 적합하며 여러 패션 스타일에 잘 어울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글리터, 펄, 큐빅 등을 사용해 눈 주위에 반짝이는 효과를
주는 방법이 애용되고 있다. 매트한 질감의 베이지, 브라운과 같은

멕시코 여성들은 네일 아트 디자인을 찾을 때 주로 인플루언서들과

차분한 컬러의 아이섀도는 이제 지나간 트렌드로 여겨지며, 밝은

인기 네일 아티스트들의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현재 다양한

컬러의 아이섀도에 글리터를 덧발라 반짝이는 눈매를 만드는 것이

미니멀 스타일의 네일 아트를 선보이며 멕시코에서 높은 인기를

유행이다. 특히 눈물샘 쪽에 글리터나 펄 제품을 발라 강조하는 아이

구가하고 있는 베티나 골드스타인(Betina Goldstein)은 인스타그램

메이크업이 대세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은 2022년 초

팔로워 38만 7,000명을 자랑하고 있는 업계 전문가다. 흰색과 검정색

인기 HBO 드라마 유포리아(Euphoria) 시즌2가 방영되면서 더욱

매니큐어로 심플하게 연출하거나 누드 톤의 베이스에 액세서리로

인기를 얻고 있다. 여주인공들의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이 특징인

포인트를 준 미니멀 네일 아트 스타일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유포리아 메이크업은 현재 멕시코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출처: 코스모폴리탄 멕시코(Cosmopolitan Mexico)

출처: 베티나 골드스타인 인스타그램 (@betina_gold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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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Trend : MZ generation
헤어 컬러링과 인스타그램뷰티 룩에 열광하는 멕시코 MZ세대

2022년 봄, 여름 시즌 헤어 컬러

멕시코 MZ세대, 인스타그램 뷰티 룩에 주목

플래티넘, 파스텔 핑크, 오렌지 브라운이 대세

인스타그램 소통 활발한 브랜드들도 급부상

2021년에는 갈색, 초콜릿,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 색조가 멕시코의 헤

멕시코 MZ세대는 뷰티 정보의 상당 부분을 SNS, 특히 인스타그램을

어 컬러 트렌드를 지배했다면 2022년 봄, 여름에는 산뜻하고 밝은 컬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 인기 인플루언서들의 뷰티 룩에 관심을 가지고

러가 대세다. 특히 MZ세대들 사이에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채로

다양한 스타일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Z세대가 이들의

운 헤어 컬러와 디자인이 인기를 얻고 있다. 금발의 헤어 스타일이 꾸준

뷰티 룩에 열광하면서 뷰티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눈길을

히 인기인 가운데 최근에는 이보다 더 차가운 느낌을 주는 은백색 컬러

끌고 더 많은 하트를 받으며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점점 더 독특하고

인 플래티넘이 떠오르고 있다. 플래티넘 컬러는 시크하고 고급스런 이

창의적인 메이크업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멕시코에서 유행하고 있는

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얼굴을 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어 많은 탈색으

컬러 아이라이너, 그래픽 아이라이너와 관련한 메이크업 룩도

로 인한 모발 손상 우려에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올 3월, 멕시코 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MZ세대는

기 여배우 에이사 곤잘레스(Eiza González)가 기존의 갈색 머리를 플래

인스타그램 속 셀럽, 인플루언서들의 뷰티 루틴과 메이크업에 대한

티넘과 금발이 섞인 헤어 스타일로 파격 변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관심도 높다. 이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 피부관리 방법,
메이크업 팁에 대한 정보들을 멕시코 뷰티 매체들 역시 퍼 나르면서

은은한 파스텔 톤의 핑크 색상도 인기가 높다. 파스텔 핑크는 화사한 봄

MZ세대들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제

의상에 잘 맞는 컬러로 손꼽히면서 최근 많은 멕시코 여성들이 도전하

인스타그램은 멕시코의 현재 뷰티 트렌드를 분석하고 향후 유행

고 싶은 컬러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핑크 염색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게는 하이라이트로 핑크색을 넣거나 머리 끝부분만 핑크색으로 염색
해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추천되고 있다. 두 가지 컬러를 믹스해 개성

인스타그램을 통해 MZ세대와 활발하게 소통하는 뷰티 브랜드들도

있는 헤어 컬러를 연출하는 기법이 현재 멕시코에서 유행인데 여기서

급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의 대표 뷰티 인플루언서 유야

도 파스텔 핑크 컬러가 빠지지 않는다. 플래티넘 색상과 믹스한 딸기 밀

(Yuya)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 유야, 현지

크쉐이크 스타일에도 핑크색이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 있다. 파스텔 핑

크루얼티 프리 메이크업 브랜드 비수 코스메틱(Bissu Cosmetics)이

크 색상은 향후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유행할 것으로 뷰티 매체들은 예

있다. 유야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메이크업 팁과 시즌 컬렉션의 제품을

측하고 있다.

소개하는 콘텐츠에 중점을 두면서 129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과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비수 코스메틱의 인스타그램은 계절, 상황에

일명 구릿빛으로 불리는 오렌지 브라운 색도 인기 헤어 컬러로 떠올랐

맞는 메이크업 팁과 관련한 제품 소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로

다. 오렌지 브라운은 멕시코 사람들의 피부색과 잘 어울리는 컬러로 꼽

팔로워들의 좋아요, 댓글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가

히며 얼굴을 생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 톡톡 튀면서도 자연스러운 컬

주를 이루고 있다. MZ세대들은 인스타그램 소통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러를 원하는 사람들, 새롭게 염색을 시도하려는 사람들도 쉽게 선택할

브랜드를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있으며 뷰티 브랜드들도

수 있는 컬러로 손꼽힌다. 또한 붉은 계열의 색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트렌드에 걸맞는 대안으로도 선택되고 있다.

제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글래머 멕시코(Glamour Mexico), 엘 유니버셜(El Universal)

출처: 유야, 비수 코스메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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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스킨케어 효능 중에서도 특히 잡티와 피부 톤 개선에 관심이 많은
멕시코 여성들에게 브라이트닝 세럼의 인기가 높다. 전반적인 피부
톤을 밝게 가꾸기를 원하는 젊은층과 기미, 잡티를 개선해 깨끗한
피부를 원하는 중장년층의 니즈 차이를 파악해 명확한 타깃층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브라이트닝의 대표 인기 성분인 비타민
C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효 성분을 배합해 효과를 부각시키는 제품이
인기인 만큼 성분에 대한 차별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셜케어만큼 바디케어에 신경 쓰는 이들도 증가하면서 스킨케어
시장에서 인기 있는 성분을 함유한 바디케어 제품들의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아하(AHA), 비타민 C와
같이 보습, 탄력, 영양, 미백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촉촉한 보습 효과를 넘어 다양한 바디 고민과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기능 바디 트리트먼트 제품에 대한 세분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멕시코 메이크업 시장에서는 화려함과 미니멀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이 메이크업 시장에서는 다양한 컬러의 아이섀도부터
과감한 글리터, 그래픽 아이라인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색조 시장이 발달한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의
트렌디한 메이크업 룩을 제공해 따라 하기 쉽고 사용하기 간편한 제품
컨셉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반면 미니멀한 디자인이 인기를 얻고
있는 네일 아트 시장에서는 프렌치 네일과 이를 살짝 변형한 디자인,
흰색과 검정 그리고 옅은 컬러의 매니큐어가 인기다. 네일 아트 시장도
아이 메이크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인기 디자인의 셀프 네일 방법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네일 관련
액세서리, 스티커, 붙이는 네일팁 등을 접목해 공략하는 방안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뷰티 소비의 큰 축으로 떠오른 멕시코 MZ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트렌드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헤어
염색에 관심이 높은 MZ세대 사이에서 매해 인기 스타일과 컬러가

이슈화되는 모습이다. 2022년에는 보다 밝은 톤의 컬러가 유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탈색이 필요한 컬러들이어서 각종 뷰티 매체에서는
모발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헤어 케어 효과를 갖춘
염모제 외에 모발 손상 없이 염색 효과가 있는 컬러 트리트먼트, 컬러
왁스 등 반영구 염모제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한
SNS를 통해 각종 뷰티 정보를 수집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눈길을 끄는
뷰티 룩에 주목하는 MZ세대를 타깃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인스타그램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과 평범한
이미지로는 MZ세대의 시선을 사로잡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재생산
및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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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2

스페인

3

프랑스

4

프랑스

5

멕시코

6

프랑스

7

미국

8

스페인

9

프랑스

10

프랑스

세라비

포밍 클렌저

(CeraVe)

(Foaming Cleanser)

이스딘

포토 프로텍터 퓨전 워터

(ISDIN)

(Fotoprotector Fusion Water)

라로슈포제

에빠끌라 퓨리파잉 포밍 젤

(La Roche Posay)

(Effaclar Purifying Foaming Gel)

비쉬

미네랄 89

(Vichy)

(Mineral 89)

코티디앵

세럼 비타민 C

(Quotidien)

(Serum Vitamin C)

로레알

트루 매치 누드 플럼핑 틴티드 세럼

(L'Oréal)

(True Match Nude Plumping Tinted Serum)

니베아

셀룰라 루미너스 630 안티 다크 스팟 세럼

(NIVEA)

(Cellular Luminous 630 Anti-dark spot Serum)

이스딘

포토 프로텍터 퓨전 워터 컬러

(ISDIN)

(Fotoprotector Fusion Water Color)

라로슈포제

히알루 B5 세럼

(La Roche Posay)

(Hyalu B5 Serum)

가르니에

익스프레스 아클라라 비타민 C 부스터 세럼

(Garnier)

(Express Aclara Vitamin C Booster Serum)

클렌징 폼
선케어
클렌징 폼
세럼
세럼
세럼
세럼
선케어
세럼
세럼

멕시코 스킨케어 인기 카테고리 Overview
멕시코 대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멕시코(amazon.com.mx)의 2022년 3월 스킨케어 상위 10개 인기 제품을 확인한 결과,
세라비 포밍 클렌저가 1위를 차지했으며, 라로슈포제의 포밍 젤도 3위에 랭크되어 폼 타입 클렌징 제품에 대한 인기를 볼 수 있음.
순위에 포함된 10개 제품 중 6개가 세럼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주로 브라이트닝과 수분 공급, 노화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었음. 그 외 가벼운 사용감과 피부 톤 보정 효과를 갖춘 선케어 2개 제품이 인기 순위에 이름을 올렸음
인기 순위 10개에 포함된 브랜드를 살펴보면, 1위로 선정된 세라비를 비롯해 2위 이스딘, 3위 라로슈포제, 4위 비쉬 등과 같이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들의 인기가 높음을 볼 수 있음. 국가별로는 미국, 프랑스, 스페인 브랜드 제품들이 골고루 인기를 끌었으며,
멕시코 현지 브랜드로는 코티디앵이 두각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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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세라비(CeraVe)

1

• 상품명 : 포밍 클렌저
• 3가지 세라마이드 함유, 수분은 남기고 노폐물만 제거하는 클렌징 폼
• 브랜드 : 이스딘(ISDIN)

2

• 상품명 : 포토 프로텍터 퓨전 워터
• 강력한 수분 공급과 가벼운 사용감을 선사하는 SPF50 선크림

• 브랜드 : 라로슈포제(La Roche Posay)

3

• 상품명 : 에빠끌라 퓨리파잉 포밍 젤
•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정화해주는 젤 클렌저
• 브랜드 : 비쉬(Vichy)

4

• 상품명 : 미네랄 89
• 무알콜, 무향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좋은 히알루론산 수분 세럼
• 브랜드 : 코티디앵(Quotidien)

5

• 상품명 : 세럼 비타민 C
• 비타민 C, E, 히알루론산 등 항산화 성분을 함유한 안티에이징 세럼
• 브랜드 : 로레알(L'Oréal)

6

• 상품명 : 트루 매치 누드 플럼핑 틴티드 세럼
•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톤 보정 효과가 있는 세럼
• 브랜드 : 니베아(NIVEA)

7

• 상품명 : 셀룰라 루미너스 630 안티 다크 스팟 세럼

• 자외선, 노화 등으로 인한 다크 스팟을 줄이고, 피부 톤을 맑게 관리
• 브랜드 : 이스딘(ISDIN)

8

• 상품명 : 포토 프로텍터 퓨전 워터 컬러
• 내추럴한 컬러로 피부 톤 보정이 가능한 SPF50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
• 브랜드 : 라로슈포제(La Roche Posay)

9

• 상품명 : 히알루 B5 세럼
• 히알루론산과 비타민 B5가 농축되어 피부 탄력과 주름을 개선
• 브랜드 : 가르니에(Garnier)

10

• 상품명 : 익스프레스 아클라라 비타민 C 부스터 세럼
• 고농도 비타민 C가 배합되어 피부 톤을 균일하고 밝게 가꿔주는 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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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세라비(CeraVe)
• 상품명 : 포밍 클렌저
(Foaming Cleanser)
• 브랜드 국가 : 미국
• 가격 : 385페소(한화 약 22,765원/473ml)
• 제품 특징 : 젤 제형이 거품으로 변하면서 과도한 피지와 메이크업을 산뜻하게
씻어내고, 피부에 적당한 수분감을 유지시켜 주는 클렌징 폼
• 주요 기능 : 클렌징, 노폐물 제거, 피부 장벽 보호
• 브랜드 홈페이지 : www.cerave.mx

Brand story, 피부과 전문의들이 만든 더마 코스메틱
세라비의 브랜드명은 세라마이드와 MVE 기술의 결합을 뜻한다.
2005년, 피부과 전문의들은 피부의 장벽 손상을 회복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제품 연구를 시작했고, 2006년에 3가지
필수 세라마이드와 지방산, 보습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24시간 동안 피부에 보습 효과를
부여하는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MVE’라고 이름 짓고, 세라비
라는 브랜드를 시작하였다. 피부 건강에 꼭 필요한 보습 크림, 보습
로션, 클렌저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검증된 70가지 이상의 제품을 전개하고 있다.

Marketing, 피부 전문가와의 활발한 상담 프로그램
세라비는 고객이 다양한 피부 고민을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수요일의 피부
상담(#SkinChatWednesday)’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와 해시태그를 이용해 홍보한다. 그 외에도 제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사와 즉각적인
영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장치하는 등 소비자의 고민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쌓고 고객들이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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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함 없이 산뜻한 세정력 & 피부 장벽 보호 효과
세라비 포밍 클렌저는 3가지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촉촉하게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면서, 노폐물만 제거할
수 있는 클렌징 폼이다. 젤 제형이 거품으로 변하면서 산뜻하고
개운하게 클렌징 할 수 있다. 지성 피부와 복합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으로, 여드름 피부에도 인기다. 세안 후에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적당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아마존 프라임 회원 할인 프로모션
세라비 포밍 클렌저는 인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홍보와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다. 17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아티스트의 계정(@luisaferss)을 통해 포밍
클렌저가 소개되었고, 이 내용을 브랜드에서 홍보로 활용했다. 또한,
아마존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 구매할 수 있는 한정 프로모션도
진행되었다. SNS 상에서 지속적인 제품 노출과 적극적인 홍보, 가격
할인 프로모션이 더해져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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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이스딘(ISDIN)
• 상품명 : 포토 프로텍터 퓨전 워터
(Fotoprotector Fusion Water)
• 브랜드 국가 : 스페인
• 가격 : 568페소(한화 약 33,585원/50ml)
• 제품 특징 : UVA, UVB를 모두 차단하는 SPF50 지수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
풍부한 수분 공급과 초경량 텍스쳐로 즉각적으로 피부에 흡수
• 주요 기능 : SPF50, 논코메도제닉, 오일 프리
• 브랜드 홈페이지 : www.isdin.com

Brand story, 광노화를 집중 케어하는 더마 코스메틱
이스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된 약 45년의 역사를 지닌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다. 전 세계에 구축된 과학 커뮤니티 및 피부과
의사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 특히, 피부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태양 복사열을
꼽으며 반복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피부는 노화가 가속될 뿐
아니라 피부암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리고, 광노화로부터
적극적으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는 제품과
다양한 피부 고민에 대응하는 뷰티 루틴을 제안한다.

Marketing, 피부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한 다양한 콘텐츠
이스딘은 피부과 전문의, 의학 박사,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해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활동에
주력한다. 상시로는 ‘라이브 영 체어(Cátedra Live Young)’ 라는
타이틀로 바르셀로나 대학교와의 공동 연구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고, 수시로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소개하는 피부 건강에 대한 콘텐츠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구실의 모습을 위트 있게 제작한
동영상을 노출하며 제품에 대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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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기 요인
• 초경량의 산뜻한 사용감과 빠른 흡수력
제품의 다양한 특징 중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장점으로 많이 꼽은 것은
유분기가 남지 않는 가벼운 사용감과 쉽게 침투하는 흡수력이다. 포토
프로텍터 퓨전 워터는 오일 프리 타입으로 산뜻한 수분감을 강조하고,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제품으로 자극없이 매일 사용할 수
있다.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97%의
응답자가 수분감을 느꼈고, 81%의 응답자가 즉각적으로

흡수되었다고 답했으며, 이 결과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홍보되고 있다.

• 브랜드 강점이 집약된 베스트 셀러 제품
이스딘이 태양열에 의한 피부 손상 즉, 광노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브랜드인만큼 노화 예방에 필수적인 첫 단계로 자외선 차단을 꼽고
있으며, 포토 프로텍터 퓨전 워터는 브랜드의 대표 상품이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브랜드 판매 1위 제품임을 알리고,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리뷰를 홍보 콘텐츠로 활용한다. 더불어, 각종 미디어에서의
광노화에 대한 기사에도 자주 추천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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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

1

미국

2

미국

3

미국

4

프랑스

5

프랑스

6

미국

7

미국

8

미국

9

프랑스

10

멕시코

브랜드

제품명

메이블린

래쉬 센세이셔널 스카이 하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Maybelline)

(Lash Sensational Sky High Waterproof Mascara)

메이블린

메이블린 슈퍼 스테이 매트 잉크

(Maybelline)

(Super Stay Matte Ink)

메이블린

인스턴트 에이지 리와인드 이레이저 멀티 유즈 컨실러

(Maybelline)

(Instant Age Rewind Eraser Multi-Use Concealer)

로레알

인팔리블 모어 댄 컨실러

(L'Oreal)

(Infallible More Than Concealer)

코티

에어스펀 루스 페이스 파우더

(Coty)

(Airspun Loose Face Powder)

메이블린

핏미 매트 포어리스 리퀴드 파운데이션

(Maybelline)

(Fit Me Matte + Poreless Liquid Foundation)

닉스

소프트 매트 립 크림

(NYX)

(Soft Matte Lip Cream)

메이블린

핏미 매트 콤팩트 파우더

(Maybelline)

(Fit Me Matte Compact Powder)

로레알

매트 시그니처 아이라이너

(L'Oreal)

(Matte Signature Eyeliner)

유야

아이브로우 픽싱 젤

(Yuya)

(Eyebrow Fixing Gel)

품목 카테고리
마스카라
립스틱
컨실러
컨실러
파우더
파운데이션
립스틱
파우더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멕시코 메이크업 인기 카테고리 Overview
멕시코 대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멕시코(amazon.com.mx)의 2022년 3월 메이크업 상위 10개 인기 제품을 확인한 결과,
메이블린 래쉬 센세이셔널 스카이 하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가 1위를 차지함. 뒤를 이어 컨실러 2개, 파우더 2개, 립스틱 2개씩
인기 제품에 이름을 올렸으며,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각 1개씩 포함됨. 전반적으로 가벼운 사용감과
매트한 질감, 메이크업 지속력이 높은 제품들이 인기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음
브랜드 측면에서 살펴보면 메이블린이 1위부터 3위까지 상위를 모두 차지했으며, 인기 제품 10개 중에 총 5개가 메이블린

제품으로 멕시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음을 볼 수 있음. 로레알, 코티와 같은 프랑스 브랜드와 닉스 제품도 인기를 끌었으며,
멕시코 현지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유야가 인기 순위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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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메이블린(Maybelline)

1

• 상품명 : 래쉬 센세이셔널 스카이 하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 속눈썹 뿌리부터 들어올려 아찔한 길이와 풍성한 볼륨감을 연출
• 브랜드 : 메이블린(Maybelline)

2

• 상품명 : 메이블린 슈퍼 스테이 매트 잉크
• 최대 16시간 컬러가 유지되고, 마스크에 묻지 않는 매트한 립스틱

• 브랜드 : 메이블린(Maybelline)

3

• 상품명 : 인스턴트 에이지 리와인드 이레이저 멀티 유즈 컨실러
• 다크 서클을 커버하고 밝은 피부 톤을 만드는 안티에이징 컨실러
• 브랜드 : 로레알(L'Oréal)

4

• 상품명 : 인팔리블 모어 댄 컨실러
• 다크 서클과 피부 결점을 커버하고 자연스러운 톤을 만드는 컨실러
• 브랜드 : 코티(Coty)

5

• 상품명 : 에어스펀 루스 페이스 파우더
• 가볍고 부드럽게 발리며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되는 효과
• 브랜드 : 메이블린(Maybelline)

6

• 상품명 : 핏미 매트 포어리스 리퀴드 파운데이션
• 완벽 밀착, 내추럴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며 40가지 색상 제공
• 브랜드 : 닉스(NYX)

7

• 상품명 : 소프트 매트 립 크림

• 크리미하고 매트한 질감으로 선명한 컬러를 표현하는 리퀴드 립스틱
• 브랜드 : 메이블린(Maybelline)

8

• 상품명 : 핏미 매트 콤팩트 파우더
• 모공을 커버하며 자연스럽고 균일한 피부 톤으로 보정하는 효과
• 브랜드 : 로레알(L'Oréal)

9

• 상품명 : 매트 시그니처 아이라이너
• 방수 효과가 있고 강렬한 컬러가 오래 지속되는 리퀴드 아이라이너
• 브랜드 : 유야(Yuya)

10

• 상품명 : 아이브로우 픽싱 젤
• 투명하고 끈적임 없는 제형으로 눈썹을 빗고 고정할 수 있는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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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코티(Coty)
• 상품명 : 에어스펀 루스 페이스 파우더
(Airspun Loose Face Powder)
• 브랜드 국가 : 프랑스
• 가격 : 122페소(한화 약 7,228원/65g)
• 제품 특징 : 가볍고 고운 파우더 입자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으로 마무리 해주며
번들거림 없이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루스 파우더
• 주요 기능 : 깔끔한 피부 표현, 하이라이트 효과, 메이크업 고정
• 브랜드 홈페이지 : www.coty.com

브랜드 소개 : 코티(Coty)
Brand story, 118년 헤리티지의 글로벌 뷰티 기업
코티는 향수, 메이크업, 스킨케어 및 바디케어 전반에 걸쳐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뷰티 기업 중 하나다.
1904년 파리에서 창립자 프랑수아 코티(François Coty)에 의해
향수를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첫 출시된 향수의 대성공으로
코티는 프랑스 향수의 대명사가 되었고, 장인 정신이 깃든 제품과
고급스러운 포장, 창의적인 마케팅을 선보이며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렸다. 2022년 현재까지 118년의 헤리티지를 자부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철학을 이어가고 있다.

Marketing, 긴 역사를 강조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코티는 브랜드와 제품의 긴 역사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에어스펀 루스 페이스 파우더는
1935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인터넷 상에는 누적된 수많은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추천 영상들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새로운 영상은 계속해서 생성된다.
미디어를 통해 제품 히스토리를 알리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고,
빈티지한 제품 디자인을 고수하면서 전통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방법으로 제품의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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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을 고정해주는 베이크(bake) 효과
에어스펀 루스 페이스 파우더는 가볍게 발리고 벨벳 같은 부드러운
질감으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해주는데, 무엇보다 메이크업
지속력이 높은 것이 인기의 주요 요인이다. 루스 파우더로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면 깔끔한 피부 표현이 오랫동안 유지되는데, 이는 마치
메이크업을 처음 그대로 구워(bake) 놓은 듯한 고정 효과를 준다. 그
외 백탁 현상이 없다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
사용자들의 많은 리뷰나 미디어들의 기사에서 에어스펀 루스 페이스
파우더의 장점을 이야기 할 때, 저렴한 가격이 빠지지 않는다. 단순히
저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품질이 명품 화장품들과 견줄 만하다는
것이 포인트다. 뷰티 유튜버들은 종종 에어스펀 파우더와 비싼
화장품을 비교하는 콘텐츠를 올리면서 제품의 가성비를 부각시킨다.
만족스러운 품질과 저렴한 가격은 쉽게 경쟁자를 찾기 어렵고, 아마존
멕시코의 베스트셀러 파우더로 등극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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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소개 : 유야(Yuya)
Brand story, 인기 유튜버 유야(Yuya)의 브랜드
유야는 멕시코의 인기 유튜버와 리퍼블릭 코스메틱이 합작으로 만든
메이크업 브랜드로, 유야라는 브랜드명은 2022년 현재 2,5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 유야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녀는
매우 독특한 목소리와 유쾌한 성격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브랜드에도 유쾌한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있다. 제품 패키지는 한
눈에도 밝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제품마다 유야가 영감을 받은
스토리를 넣어 특별함을 부각했다. 사람과 동물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스러운 삶에 기여하고 싶다는 철학을 전달하면서
유야만의 스타일이 담긴 제품들을 전개하고 있다.

Marketing, 멕시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은 바로, 유야 자신이다. 유야(Yuya)는 1993년
출생의 멕시코 여성으로 2009년에 뷰티 유튜버를 시작해, 2022년
현재까지 최상위 수익을 얻는 유튜버, 성공한 기업가, 베스트셀러
도서의 저자 등 활발한 활동으로 멕시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신이 곧 브랜드의 모델이자
얼굴인 유야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직접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 채널도
활발히 운영 중이며,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뷰티 뿐만 아니라 유력 경제지에서도 주목하는 인물인만큼 각종
미디어에도 노출되며 브랜드 성장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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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인기 요인
•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게 되면서 마스크 위로 부각되는
눈화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특히, 지속력이 높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진 상태다. 인터넷 기사나 소셜 미디어에서는
메이크업이 종일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을 콘텐츠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 가운데 유야의 아이브로우 픽싱 젤은 브러쉬로 원하는
눈썹 모양을 만들고, 젤을 발라 건조시키면 처음 그대로 눈썹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 유야를 비롯한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 바이럴
멕시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인 유야의 제품 홍보는 물론,
유야 이외의 여러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제품 추천 영상도 제품 인기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활용해 눈썹과 헤어 라인을 정리하는 등의 활용법을 소개하고, 제품의
장점을 콕 집어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타사 제품과도 함께 비교하는
등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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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8.00%

6.00%

4.00%

2.00%

0.00%

('21년)2월

홍보채널

① 인스타일 뷰티 어워드
② 인스타일 샵

('21년)5월

('21년)8월

유통채널

①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② 아마존 프라임 데이
③ 아마존 라이브

('21년)11월

('22년)2월

유통채널

① 온라인 디지털 카탈로그
② 스마트 & 컬렉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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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요 홍보채널

인스타일(Instyle)

▶

Main Customers
성별

여성

남성

연령대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직업

학생

회사원

전문직

인플루언서

기타

소득수준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출처: 멕시코 뷰티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정리

▶

Characteristics
① 인스타일 뷰티 어워드
- 매년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등 200개 카테고리에서
베스트 제품을 선정하는 ‘인스타일 베스트 뷰티 바이 어워드
(Instyle Best Beauty Buys Awards)’를 진행하고 있음
- 업계 전문가, 연예인, 블로거, 편집자, 독자들로 구성된
36명의 심사위원단이 연령, 피부 타입 등을 고려하여 선택된
수백 개의 제품을 테스트하고 평가

② 인스타일 샵
- 인스타일 매거진 에디터들이 추천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 뷰티, 패션, 액세서리,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 등 노출
출처: 인스타일 멕시코

- 제품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각 브랜드 쇼핑몰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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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년도
업태

1994년
패션 매거진 / 온라인 뷰티 정보 사이트

홈페이지

www.instyle.mx

독자 수

690만 명(글로벌 기준, 2020년)

SNS 팔로워 수

111만 명(멕시코 기준, 2022년)

주요 콘텐츠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 연예

기업 정보

• ‘셀러브리티 스타일 매거진’ 을 지향하며 스타라는 필터를 통해 대중의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을

채널 컨셉

선도하고, 셀럽과 닮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빠르게 제공
• “We'll give you a style” 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각각의 독특한 개성과 스타일을 추구하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스타일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소비자 평가

유저 - ★ ★ ★

“보그, 엘르 매거진 대비 SNS 팔로워 수 적어”

신뢰도 - ★ ★ ★ ★ ★

“뷰티 전문가, 아티스트 등 채용하여 양질의 콘텐츠 제공”

편의성 - ★ ★ ★ ★

“디지털 매거진 뉴스레터, 온라인 쇼핑몰 운영”

K-뷰티 큐레이터, 모미지 뷰티(Momiji Beauty)
• 2016년 한국으로 여행 온 멕시코 자매가 한국의 뷰티 제품에 반해 멕시코에 판매하면서 시작된
K-뷰티 온라인 스토어 ‘모미지 뷰티’는 자체 브랜드를 출시해 함께 판매하고 있음

• 모미지 뷰티의 대표 제품인 말차 라떼(Matcha Latte)는 인스타일 베스트 뷰티 바이 어워드에서
‘민감성 피부를 위한 베스트 토너’를 수상, 홈페이지 및 SNS에 수상 내역 홍보 및 관련 콘텐츠 노출
• 인스타일 매거진에 토니모리(Tony Moly), 코스알엑스(COSRX), 닥터자르트(Dr.Jart+) 등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브랜드로 소개되었으며, K-뷰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말차 라떼는
멕시코 소비자들의 피부에 적합한 제품으로 소개

활용 사례

• 또 다른 인기 제품 Ctrl+ Drop 세럼은 인스타일 샵에 노출, 구매 클릭 시 모미지 뷰티 스토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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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요 유통채널

아마존(Amazon)

▶

Main Customers
성별

여성

남성

연령대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직업

학생

회사원

전문직

인플루언서

기타

소득수준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출처: 멕시코 뷰티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정리

▶

Characteristics
①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지불하고 가입하는 유료 회원 서비스
(1개월 기준 99페소, 1년 기준 899페소/약 5만 4,700원)
- 최소 구매금액 기준 조건 없이 무료 배송 혜택 제공,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및 뮤직 스트리밍, 게임 콘텐츠 이용

② 아마존 프라임 데이
- 프라임 회원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대규모 할인 행사
- 다양한 딜(Deal)과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아마존 연례 이벤트

③ 아마존 라이브
- 인플루언서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아마존에 입점된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출처: 아마존 멕시코

- 라이브 쇼의 호스트가 제품을 시연하고 채팅으로 실시간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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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년도
업태

2013년(아마존 멕시코 기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www.amazon.com.mx

연 매출액

26억 170만 달러(약 3조 1,863억 원 / 멕시코 기준, 2021년)

기업 정보
월 방문자 수
취급 제품

약 6,800만 명(멕시코 기준, 2020년)
식음료, 전자기기, 패션잡화, 뷰티, 서적 등

• 유로모니터 기준 멕시코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채널로 전체 시장의 13.1%의 점유율을 기록,

채널 컨셉

뒤를 이어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가 11.9%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멕시코 내 3개의 대형 물류 센터를 통해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빠른 배송 시간을
보장하고 저렴한 광고비용 등을 내세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

소비자 평가

가격 - ★ ★ ★ ★

“아마존 프라임 데이 등 할인 행사 다수 진행”

품질 - ★ ★ ★ ★

“고급, 중저가 브랜드 다양하게 입점”

편리성 - ★ ★ ★ ★ ★

“빠른 배송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및 멤버십 지원”

• 글로벌 브랜드 : 세라비(Cerave), 메이블린(Maybelline), 라로슈포제(La Roche-Posay ) 등

취급 브랜드

• 현지 브랜드 : 코티디앵(Quotidien), 유야(Yuya), 로우 아포테케리(Raw Apothecary) 등
• 한국 브랜드 : 코스알엑스(COSRX), 에뛰드하우스(Etude House), 바닐라코(Banila Co) 등

로레알 멕시코(L’Oréal Mexico)
• 로레알은 아마존 채널에서 하위 퍼널(lower-funnel)에 해당하는 구매 소비층에만 집중함으로써
잠재 고객의 14%에만 도달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아마존 멕시코와 광고 협업을 진행함
•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아마존 스폰서 브랜드(Sponsored Brands), 스폰서 상품(SponsoredProducts), 아마존 DSP(Amazon DSP)를 활용한 풀 퍼널 마케팅(Full-funnel marketing) 전개
• 통합적인 광고 운영 전략을 통해 로레알의 아마존 매출은 전년 대비 400% 증가했으며 14만 명의

활용 사례

신규 고객을 확보, 특히 광고 매출의 56%가 신규 고객으로 확인되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음

68

멕시코 주요 유통채널

파마시아 과달라하라(Farmacias Guadalajara)

▶

Main Customers
성별

여성

남성

연령대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직업

학생

회사원

전문직

인플루언서

기타

소득수준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고소득층
출처: 멕시코 뷰티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정리

▶

Characteristics
① 온라인 디지털 카탈로그
- 생활용품,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에 대한
할인 정보가 담긴 디지털 카탈로그를 매월 제작하여 배포
- 10~40% 할인 정보 및 묶음 세트 특가 프로모션 정보 제공
- 해당 카탈로그는 파마시아 과달라하라 스토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카탈로그 및 쿠폰 플랫폼에도 함께 노출

② 스마트 & 컬렉트 서비스
-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을 원하는 오프라인 매장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는 스마트&컬렉트(Smart&Collect) 서비스 운영
- 구매 완료 후 원하는 지점에서 72시간 내에 픽업 가능
- 온라인 구매 시 지점을 선택하면 QR코드를 이메일로 발송,

매장 내 물품 보관함에서 QR코드를 스캔하여 오픈 및 수령
출처: 파마시아 과달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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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년도
업태

1942년
드러그스토어 / 편의점

홈페이지

www.farmaciasguadalajara.com

연 매출액

28억 4,000만 달러(약 3조 4,790억 원, 2021년 기준)

기업 정보
직원 수
취급 제품

30,380명(2021년 기준)
개인위생용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음료 등

• 약국과 편의점, 슈퍼마켓이 결합된 채널로,‘항상 절약, 항상 당신과 함께!’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채널 컨셉

광범위한 카테고리의 제품을 연중무휴 24시간 최고 혜택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오픈하면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멕시코 전역에 2,298개 지점을 보유 (2020년 재무제표 기준)

소비자 평가

취급 브랜드

가격 - ★ ★ ★ ★

“할인 행사 및 저가 제품 다수 판매”

품질 - ★ ★ ★

“중저가 브랜드 위주의 입점”

편리성 - ★ ★ ★ ★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온라인 배송 활성화”

• 글로벌 브랜드 : 로레알(L'Oréal), 니베아(Nivea), 세타필(Cetaphil), 바이오더마(Bioderma) 등
• 현지 브랜드 : 파마피엘(Farmapiel), 엄브렐라(Umbrella), 사바(Saba) 등

스페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이스딘(ISDIN)
• 스페인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이스딘은 대표 주력 제품인 ‘포토 프로텍터 퓨전 워터’ 선크림의
시즌 한정 할인 프로모션을 활발히 진행하며 파마시아 과달라하라 SNS를 통해 홍보
• 현재 파마시아 과달라하라 채널에서 선케어를 비롯해 세럼, 크림, 헤어, 바디케어 등 60여 개 제품을
판매 중이며, 온라인 스토어에서 다수 제품이 10~20% 내외 할인 프로모션 진행
• 광노화를 집중 케어하는 전문적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이미지로 포지셔닝 및 마케팅을 진행해

활용 사례

파마시아 과달라하라 더마 코스메틱 및 선케어 카테고리 인기 제품으로 호응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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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KÜTY

홈페이지

kuty.mx

대표전화

+52 8110 67 2742

소재지

몬테레이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9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벤톤(BENTON), 커먼랩스(COMMON LABS) 등
· 주요 수입국가: 한국

취급제품종류

스킨케어, 메이크업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품질

기타

한국뷰티 스토어로한국 제품을발굴하여멕시코전역에유통

이름: MR. CHANGWON LEE/ 창립자
이메일: info@kuty.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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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NAHIMA KOREAN BEAUTY

홈페이지

nahima.mx

대표전화

+52 686 251 5762

소재지

메히칼리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9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어퓨(A'pieu), 에뛰드하우스(Etude House) 등
· 주요수입국가: 한국

취급제품종류

스킨케어, 헤어케어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품질, 가격, 브랜드

기타

한국의우수한품질의화장품을집앞까지 배송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Ms. NaymaSantiago / 창립자
이메일: koreanbeauty@nahima.mx

기업명

chokchok beauty

홈페이지

chokchokbeauty.com

대표전화

+52 962 529 8356

소재지

푸에블라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7년
· 비즈니스형태: 온라인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AHC, 스킨푸드(Skinfood) 등
· 주요 수입국가: 한국

취급제품종류

스킨케어, 메이크업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품질, 가격, 브랜드

기타

K-뷰티에대한열정으로다양한한국화장품을소개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Ms. Gil Cabrera / 창립자
이메일: Hola@chokchokbeau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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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Plump Skin

홈페이지

plump.mx

대표전화

+52 662 112 3370

소재지

에르모시요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8년
· 비즈니스형태: 온라인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AHC, 닥터자르트(Dr. Jart+), 미즈온(Mizon) 등
· 주요수입국가: 한국

취급제품종류

스킨케어, 메이크업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품질

기타

한국의혁신적인스킨케어제품을소개하고있음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Sonia Sarahi / 창립자
이메일: hola@plump.mx

기업명

Cherry Blossom MID

홈페이지

cherryblossommidco.wixsite.com/cherryblossom/shop-all

대표전화

+52 999 250 9927

소재지

메리다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7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코스알엑스(COSRX), 홀리카홀리카(HolikaHolika) 등
· 주요 수입국가: 한국

취급제품종류

스킨케어, 메이크업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품질, 가격

기타

엄마와딸이함께운영하는K-뷰티매장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Doris Diana / 창립자
이메일: cherryblossommid.contac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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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COSMÉTICOS A LA MODA

홈페이지

www.cosmeticosalamoda.com

대표전화

+52 333 601 0253

소재지

과달라하라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9년
· 비즈니스형태: 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L.A 걸(L.A. Girl), L.A 컬러스(L.A. Colors) 등
· 주요 수입국가: 한국, 미국

취급제품종류

메이크업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가격, 실용성, 유행, 품질

기타

최고품질의화장품을도매가격으로제공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Ms. Daniela / 세일즈담당
이메일: telemarketing@cosmeticosalamoda.com

기업명

Skin&Tonic

홈페이지

skinandtonic.mx

대표전화

+52 56 1164 9393

소재지

멕시코시티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5년
· 비즈니스형태: 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코스알엑스(COSRX), 라네즈(Laneige) 등
· 주요 수입국가: 한국, 미국, 멕시코

취급제품종류

스킨케어, 바디케어, 헤어케어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품질, 브랜드

기타

2015년부터한국과미국의뷰티제품을소개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Claudia Braga / 창립자
이메일: hola@skinandtonic.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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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Ananda Store

홈페이지

www.anandastore.com

대표전화

+52 55 6591 8500

소재지

이스타팔라파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08년
· 비즈니스형태: 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비수(Bissu), 울트라모(Ultramo), 프로사(Prosa) 등
· 주요수입국가: 중국, 미국, 한국

취급제품종류

화장품, 미용제품및장난감등잡화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품질, 가격

기타

저가부터다양한가격대및카테고리의상품운영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Mr. Cesar Garibay / 운영디렉터
이메일: compras@anandastore.com

기업명

Avon Cosmetics

홈페이지

www.avon.mx

대표전화

+52 55 5420 2099

소재지

코요아칸

기업개요

· 설립연도: 1958년
· 비즈니스형태: 수입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더페이스샵(the Face Shop), 빌리프(belif) 등
· 주요 수입국가: 한국

취급제품종류

스킨케어, 메이크업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품질, 가격, 브랜드

기타

한국외에도중국, 미국, 이탈리아에서제품을수입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Antonio Lanza / 구매담당자
이메일: antonio.lanza@av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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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NovedadesSanti 182

홈페이지

novedadessanti182.com

대표전화

+52 333 617 1569

소재지

과달라하라

기업개요

· 설립연도: 2010년
· 비즈니스형태: 유통업체
· 기업 판매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 주요 취급브랜드: 메이블린(Maybelline), 비수(Bissu) 등
· 주요수입국가: 중국, 미국, 한국등

취급제품종류

비타민, 건강보조제및미용제품

한국산화장품취급여부

있음

한국산화장품취급의향

있음

수입시중점을두는고려사항

품질, 가격

기타

멕시코최대시장인산 후안데디오스근처에입지

기업분석

해외구매
/ 영업담당자

이름: Mr. Juan López / 구매담당자
이메일: novedadessanti1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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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장품 이슈 동향

아시아
도브 차이나의 노필터 캠페인
‘My Beauty, My Say’ │중국

나스, 중국 인기스타 ‘샤오잔’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중국

많은 중국 여성들이 필터 없이 찍은 사진을 SNS에

프랑스의 화장품 브랜드 나스(NARS)가 중국의 유명

공유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에 착안해 도브 차이나(Dove

배우이자 가수인 샤오잔(肖战, Xiao Zhan)을 새로운

China)가 노필터(No Filter)를 장려하는 ‘My Beauty, My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했다. 샤오잔은 중국 소셜미디어

Say’ 캠페인을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5분짜리

플랫폼 웨이보(Weibo)에서 2,98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영상에는 뷰티 필터 없이 사진을 올리는 것은 벌거벗겨

자랑하며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 중 한 명으로

지는 것과 같다며 외모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는 여성들이

꼽힌다. 샤오잔은 현재 구찌(Gucci), 토즈(Tod’s) 등 해외

등장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에는 필터가

럭셔리 브랜드의 앰버서더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필요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노필터로 현재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샤오잔을 앰버서더로 선정한다는 발표 영상은 24시간
만에 웨이보에서 3,7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발표

도브의 부사장인 알레산드로 만프레디(Alessandro

직후 나스의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들이 순식간에

Manfredi)는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셀카 보정 앱이

매진되었는데 샤오잔의 팬들이 SNS를 통해 나스 매장에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으면서 디지털 왜곡이

모인 수많은 인파의 사진을 올리는 등 엄청난 반응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쏟아졌다. 티몰(Tmall)의 나스 플래그십 스토어는

여성들에게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것을

앰버서더 발표 후 거래가 20,741.14% 증가하는 기염을

창조하려는 압박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토하기도 했다.

< 도브 차이나의 My Beauty, My Say 캠페인 >

< 나스의새로운 앰버서더인샤오잔 >

.

출처: 더 드럼(The Drum)

출처: 비즈니스 오브패션(Business of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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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에이본, 가상 아이돌 ‘링링’
AI 연구원으로 발탁│중국

에스티 로더, 갈색병 40주년
가상 투어 사이트 오픈│일본

에이본(Avon)은 가상 아이돌 링링(翎_Ling)이 브랜드

에스티로더(Estée Lauder)는 일명 ‘갈색병’으로 유명한

최초의 AI 연구원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링링은 중국의

베스트 셀러 제품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세럼을 최신

가상 KOL(Key Opinion Leader)로, 동양적인 외모와 고급

메타버스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가상 투어 사이트를

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여성 캐릭터다. 현재 중국은 링링과

2022년 2월 오픈했다. 출시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같은 가상 아이돌이나 인플루언서가 브랜드 모델로

사이트는 일본 소비자들을 위해 2월 17~27일까지 기간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이본은

한정으로 오픈되었으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킨케어, 성분당에 주목하는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코너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마케팅의 일환으로 링링과 손을 잡았다.
인기 아이돌 카시와기 유키(柏木由紀), 배우 가타오카 신와
에이본은 링링이 에이본의 과학 연구 센터에 합류해

(片岡信和)가 사이트 체험 스페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안티에이징 특허성분인 프로티놀(PROTINOL®)을 함께

오픈 초기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사이트 내 피부

테스트하는 최초의 연구원으로 초대되었다고 밝혔다.

체크 코너에서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점검해 필요한 제품을

이와 관련해 링링 홀로그램 한정판 패키지 제품 출시와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오픈 기간 동안 풍성한

더불어 상하이 플래그십 스토어에 3D 체험 장치를 설치해

구성의 가상 투어 한정 세트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소비자들로 하여금 메타버스 시대의 소비경험을 전방위로

유도했으며, 선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기를 끌었다.

< 에이본의AI 연구원 링링>

< 에스티로더의 가상 투어사이트 >

출처: 시나(Sina)

출처: PR타임즈(PR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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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시세이도, 퍼펙트 코퍼레이션
투자 발표│일본

라자다, AI & AR 기반의
가상 체험 서비스 출시│싱가포르

시세이도(Shisedo)가 뷰티 테크 솔루션 기업 퍼펙트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Lazada)가 AI,

코퍼레이션(Perfect Corp. 이하 퍼펙트)에 소액 투자를

AR 기반의 가상 체험(Virtual Try-On) 서비스를 출시했다.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퍼펙트는 미용 및 패션산업에서

퍼펙트(Perfect)의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로, 고객들은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바비 브라운(Bobbi Brown), 에스티로더(Estée Lauder),

현재 80개국 이상의 400여 개 화장품 브랜드가 퍼펙트의

맥(MAC)의 제품들을 구매 전에 사진이나 라이브 영상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시세이도는 그동안 퍼펙트와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브랜드 공식 판매처인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산하 브랜드의 가상

라즈몰(LazMall)을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다양한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제품을 테스트해보면서 구매 전에 최적의 색조 제품을
찾아볼 수 있어 매장에서 사용해본 것과 같은 경험을

시세이도는 중장기 비즈니스 전략인 ‘WIN 2023 and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Beyond’에서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및 조직 구축과

외부 협력을 통한 혁신 가속화를 실행해왔으며 이번

라자다는 2019년 선보인 증강현실 셀프 카메라 매직 미러

투자를 이러한 전략 실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Magic Mirror)에 이어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을 체험할 수

시세이도는 퍼펙트에 대한 투자가 두 기업 간 파트너십

있는 이번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쇼핑

강화와 더불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더 많은 신제품을 발견하고

가속화로 고객 서비스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도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 시세이도 산하 브랜드나스(NARS)의 퍼펙트 기술 활용 모습>

출처: 해피(Happi)

< 라자다의 새로운가상 체험 서비스 >

출처: PR 뉴스와이어(PR News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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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브릴라레, 2023년까지
제로 딜루션 목표│인도

미니멀리스트 스킨케어 ‘미이스’
말레이시아 출시 │말레이시아

인도의 스킨케어 브랜드 브릴라레(Brillare)는 2023년까지

일본의 모델이자 셀럽인 손미(Sonmi)가 런칭한 일본의

제로 딜루션(Zero Dilution) 목표를 이행할 것이라고

미니멀리스트 스킨케어 브랜드 미이스(Meeth)가

발표했다. 브릴라레에 따르면 제로 딜루션이란 화장품에

말레이시아에 진출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화학물질, 물, 방부제를 첨가해 원료를 희석(Dilution)하지

싱가포르에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말레이시아가 두 번째

않고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진출국이 되었다. 미이스 브랜드 네임은 ‘나를 영원히(me

브릴라레는 화장품이 모발, 피부, 신체에 안전하게 최고의

forev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피부가 최고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희석물 없이 천연 성분으로만

보석이라는 컨셉으로 전 연령대의 여성에게 피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브릴라레의 38개 제품 중 24개가 제로 딜루션

미이스는 삿포로(Sapporo), 이와나이(Iwanai) 지역의

제품이며 나머지 제품들도 물과 화학물질 사용을 단계적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 항산화

으로 줄여나가 2023년까지 적용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성분인 풀러렌(Fullerenes)과 최대 72시간 수분을 잡아둘

브릴라레의 CEO 지가르 파텔(Jigar Patel)은 “우리의

수 있는 펜타비틴(Pentavitin)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하면서

제품은 광범위한 연구의 증거이며, 과학과 천연성분을

일본의 최첨단 기술력과 천연 성분을 접목한 J-뷰티

융합한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강화시키고자

브랜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미이스 제품은 현재 브랜드

한다”고 전했다.

공식 웹사이트와 라자다(Lazada)에서 구매 가능하다.

< 브릴라레의제로 딜루션 헤어오일 >

출처: 브릴라레(Brillare)

< 말레이시아에진출한 미니멀리스트브랜드 미이스 >

출처: 글로벌코스메틱뉴스(Global Cosmetic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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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앨리샤 키스의 키스 소울케어,
캐나다 세포라 진출│캐나다

바이오더마의 클렌징 워터,
미생물 부적합 판정 리콜│캐나다

미국의 유명 팝스타 앨리샤 키스(Alicia Keys)의 라이프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바이오더마(Bioderma)

스타일 뷰티 브랜드 키스 소울케어(Keys Soulcare)가

의 클렌징 워터 ‘센시비오(SENSIBIO) H2O 미셀라 워터

캐나다 세포라에 진출했다. 2020년 출시된 키스 소울케어

850ml’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은

는 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의 클린 뷰티 브랜드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판매된 제품 6,000

스킨케어를 넘어 자신의 몸과 정신까지 케어한다는

여 병으로 연방 당국은 일부 제품에 미생물인 세라티아

컨셉을 가지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와 같은 현대

마르세센스균(Serratia Marcescens)이 들어 있을 수 있다고

과학으로 추출한 성분과 꿀, 알로에 등 고대 미용 성분을

밝히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보건부는

융합시킨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스 소울케어는

제품을 눈이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결막염, 여드름 등이

세포라 캐나다의 온라인 및 모바일 스토어와 오프라인

나타날 수 있다고 전하며, 발표한 로트 번호와 일치하는

매장뿐만 아니라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의 플래그십

제품이 있다면 즉시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다.

스토어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캐나다 전역에 위치한 쇼퍼스 드러그 마트
세포라 캐나다의 부사장 제인 너젠트(Jane Nugent)는

(Shoppers Drug Mart)에 독점 유통된 것으로, 바이오더마

“많은 고객들이 웰빙과 의식(ritual)을 뷰티 루틴의

는 제품의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핵심으로 두고 있는 지금, 키스 소울케어의 유니크한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제품들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것이라 밝혔다.

< 앨리샤 키스의 키스 소울케어제품 >

출처: 얼루어(allure)

< 리콜된 바이오더마의센시비오H2O 미셀라 워터 >

출처: 리치몬드뉴스(Richmon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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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셀레나 고메즈 ‘레어 뷰티’
2주년 기념 팝업 카페 오픈 │영국

막스앤스펜서, 크리니크와
파트너십 체결│영국

유명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Selena Gomez)의 레어 뷰티

막스앤스펜서 뷰티(Marks&Spencer Beauty, 이하 M&S

(Rare Beauty)가 런던에서 팝업 매장과 카페를 함께

뷰티)가 크리니크(Clinique)와 온라인 및 매장 파트너십을

오픈했다. 이 이벤트는 브랜드 2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체결했다. M&S 뷰티는 올 여름부터 웹사이트와 700개

영국 공식 유통업체인 스페이스 NK(Space NK)에 레어

이상의 매장에 크리니크 제품을 도입해 무료 배송 및 클릭

뷰티 런칭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스페이스

앤 콜렉션(Click and Collection, 온라인 주문 후 매장 수령)

NK는 런던에 2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34개 특정 매장에는

화장품 판매 체인이다. 레어 뷰티는 스페이스 NK와

전문가가 상주하는 크리니크 카운터를 설치하고 40개

협업해 런던의 번화가인 옥스퍼드 거리(Oxford Street)

매장에는 맞춤형 매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양사 간

근방에 팝업 카페를 열고 2주 동안 운영해 주목을 받았다.

파트너십은 코로나19로 백화점 판매가 어려워진
크리니크의 새로운 판로 확보, 스킨케어 라인을

팝업 카페에서는 레어 뷰티의 특징을 담은 음식과 음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M&S의 수요가 만나 이루어진 결과다.

제공하고 매장에서는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레어 뷰티
컨설턴트의 마스터 클래스를 들을 수도 있는 자리도 함께

크리니크 측은 M&S 뷰티의 편리한 하이브리드 쇼핑

마련되었다. 특히 셀레나 고메즈의 뜻에 따라 팝업 매장

경험으로 소비자가 크리니크 제품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운영 수익의 1%를 정신 건강 자선 단체 및 후원단체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M&S 뷰티 고객들이 건강한 피부를

지원으로 사용할 것이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 레어 뷰티의런던 팝업 카페 전경>

출처: 캐피탈FM(Capital FM)

< M&S 매장에 설치될 예정인 크리니크 카운터 >

출처: 글로벌코스메틱뉴스(Global Cosmetic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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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부츠의 No7, 신규 캠페인 및
한정판 립스틱 출시 │영국

지방시 뷰티, 위스키에서
영감 받은 향수 출시 │프랑스

부츠(Boots)의 자체 뷰티 브랜드 No7이 ‘멈출 수 없는

지방시 뷰티(Givenchy Beauty)가 젠틀맨(Gentleman)

입술(Unstoppable Lip)’이라는 테마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향수 라인에서 젠틀맨 리저브 프리베 오드 퍼퓸

이번 캠페인은 영국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 폐지와 3월

(Gentleman Réserve Privée Eau de Parfum)을 새롭게

20일 UN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시작되었으며 미소의

출시했다. 현대의 신사들을 위해 탄생한 이 제품은

귀환(the return of smiles)을 알리는 한정판 립스틱을

위스키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특히 100년 된 위스키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통과 아이리스의 부드러움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향이
특징이다. 2명의 조향사와 위스키 마스터 증류사(master

기존의 모이스처 드렌치(Moisture Drench) 립스틱을

distiller)의 노하우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제품으로,

변형한 이번 한정판 립스틱은 케이스 로고에 있는 No7

60ml와 100ml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되었으며 가격은

에서 ‘o’ 부분이 스마일 아이콘처럼 보이도록 디자인이

각각 120, 157달러로 책정되었다.

적용되었다. 부츠는 신규 캠페인을 영국 전역에 홍보하기

위해 부츠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마일 페스티벌 이벤트를

영국 신사들의 위스키 통(flask)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블랙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디자인 에이전시인 프리 더

그라데이션의 유리병 패키징을 채택하였고 15% 재활용

버즈(Free The Birds)와 함께 작업한 3개의 한정판 컬렉션

유리로 제작되었다. 지방시 뷰티는 이와 관련해 지속

중 첫 번째 컬렉션으로, 올해 말까지 2개의 추가 컬렉션을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이어가려는

선보일 예정이다.

사명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 부츠의 No7 한정판 립스틱>

출처: 코스메틱비즈니스(Cosmetics Business)

< 지방시 뷰티의 젠틀맨 리저브 프리베 오드 퍼퓸 >

출처: 트렌드헌터(Trend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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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에르메스 뷰티, 플레인 에어
메이크업 라인 출시│프랑스

로레알, 메타버스 진출 위한
NFT&디지털 상표 출원│프랑스

에르메스 뷰티(Hermès Beauty)가 플레인 에어(Plein

로레알(L’Oréal)이 메타버스 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Air)라는 명칭의 새로운 메이크업 컬렉션을 출시했다.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컴플렉션 밤(complexion Balm), 하이라이터, 파우더

Organization)에 따르면 로레알은 NFT(Non-Fungible

브러쉬, 기름종이로 구성되어 있는 플레인 에어 라인은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및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자사

피부에 자유의 숨결을 준다는 컨셉을 내세우고 있다.

브랜드인 메이블린(Maybelline), 닉스(NYX), 키엘(Kiehl’s),
잇 코스메틱스(IT Cosmetics) 등 17개의 디지털 상표권을

플레인 에어 라인은 합성 성분 대신 천연 성분에 중점을

출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레알이 제출한 출원서에는

두고 있는데, 10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컴플렉션 밤에는

‘이용자가 가상 화장품을 찾아보고, 모으고, 사고 파는

히알루론산, 달맞이꽃 오일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거래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제공할 권한’을 요구했으며,

대부분의 제품에 조향사 크리스틴 나이젤(Christine Nagel)

키엘 출원서의 경우 ‘메타버스를 포함한 가상 환경에서

이 조제한 아르니카(arnica), 백단향(sandalwood), 녹차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가상 향수, 헤어케어, 바디케어

향이 풍긴다. 또한 에르메스의 주얼리 및 슈즈 라인의

제품에 대한 권한’ 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피에르 아르디(Pierre Hardy)의
감성을 그대로 담은 포장이 고급스러움을 더해 선물용

로레알은 앞서 2021년 12월, 여성 아티스트와 이들의 권리

으로도 추천된다. 플레인 에어 컬렉션은 전 세계 에르메스

신장을 주제로 한 NFT 컬렉션을 출시하며 NFT 분야에

부티크와 일부 뷰티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발을 들인 바 있다.

< 에르메스 뷰티의플레인 에어컬렉션 >

출처: 럭셔리런치스(Luxury Launches)

< 가상현실속 로레알 매장 예시 >

출처: 비트코이니스트(Bitcoi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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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아쿠아 디 파르마, 제품 출시 기념
팝업 카페 오픈│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 드리스 반 노튼,
뷰티 컬렉션 선보여 │벨기에

이탈리아의 향수 브랜드인 아쿠아 디 파르마(Acqua di

벨기에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Parma)가 밀라노에 첫 팝업 카페를 오픈했다. ‘그랜드

Noten)이 향수와 립스틱 컬렉션을 런칭했다. 출시한

호텔 에 드 밀라노(Grand Hotel et de Milan)’ 내 레스토랑

제품은 10가지의 젠더리스(genderless) 향수, 30가지의

카루소(Caruso)에서 3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운영된

립스틱과 립밤, 거울 등으로 3월 2일부터 드리스 반 노튼

팝업 카페는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인 콜로니아

부티크와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다. 반 노튼은

클럽(Colonia C.L.U.B) 출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 개발에 있어 패션 부문의 전문성을 뷰티 영역으로

아쿠아 디 파르마의 시그니처 색상인 노란색을 바탕으로

확장한 모습을 보였다. 향수의 경우 패션 컬렉션 작업

이루어진 팝업 카페는 실내 홀, 베란다, 야외 정원 등 3가지

방식과 같이 팀 작업으로 진행했으며 각기 다른 조향사가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탈리아 기업에서 제작한

만든 독창적인 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립스틱

아이템들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다.

색조를 구상하는 과정은 옷의 색상과 질감에 대해
고민하는 것의 확장판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예약제로 운영된 이 팝업 카페는 음식과 음료 제공뿐만
아니라 와인 체험, 문학 모임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함께

반 노튼의 립스틱과 향수 케이스는 상단과 하단 부분의

마련되었으며, 특히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콜로니아 클럽

색상과 질감, 느낌을 대조시킨 투톤 패키지 디자인이

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게 하거나 어린이를 위한 향수 실험

특징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해 모두 리필이

및 놀이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 밀라노에오픈한 아쿠아 디 파르마의팝업 카페 >

출처: 일 솔레24(Il Sole 24)

< 드리스반 노튼의뷰티 컬렉션제품들 >

출처: 월페이퍼(Wall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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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장성이 높은
히잡 헤어케어 시장│UAE

맥, 리야드에서 세계 최초로
3D 영상쇼 개최│사우디

히잡 헤어케어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걸프협력

글로벌 메이크업 브랜드 맥(MAC)이 신제품인 스택

회의(이하 GCC) 시장은 아직 미개척 상태로 평가되고

마스카라(Stack Mascara) 출시를 기념해 세계 최초 3D

있다. 여러 브랜드가 히잡을 착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땀과

영상쇼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했다. 유명 쇼핑센터인

냄새, 탈모 등을 관리하는 헤어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리야드 불러바드에서 82개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통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화려한 3D 영상이 펼쳐졌고 해당 쇼를 보기 위해 약

모습이다. 현재 걸프지역 시장은 히잡 헤어케어 라인을

10만여 명의 관중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3D

보유한 사피(Safi), UAE의 헤마니(Hemani), 사우디의 퓨어

영상쇼는 맥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해 출시한 스택

뷰티(Pure Beauty) 3개 브랜드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마스카라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커스터마이징을
앞세운 스택 마스카라는 속눈썹 상태와 메이크업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잡을 쓴 여성을 타깃으로

스타일에 따라 2가지 브러시를 사용해 뭉침 없이 계속해서

개발되지는 않았으나 현지 수요에 맞춰 시장 진입을

볼륨을 추가할 수 있는 무한 레이어(infinite layers) 기능을

시도하는 기업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바로 인도의 소비재

특징으로 한다.

유통그룹 다부르 인디아(Dabur India)의 헤어케어 브랜드
바티카 내추럴스(Vatika Naturals)다. 인플루언서 협업 및

뿐만 아니라 스택 잇 바이 맥(Stack it By Mac)이라는

UAE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캠페인 마케팅을

게임을 오픈했으며, 게임에 등록하면 중동의 맥 화장품

활발히 펼치면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매장에서 스택 마스카라 샘플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 GCC 여성을 조명하는 바티카 내추럴스의캠페인>

출처: 컬리테일스(Curly Tales)

< 리야드에서펼쳐진 맥의 3D 영상쇼 >

출처: 로피시엘(L'Offi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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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04.21 ~ 04.23

04.22 ~ 04.24

05.12 ~ 05.14

2022 중국 청두
춘계 미용 박람회

2022 중국 대련
미용 건강산업 전시회

2022 중국 상하이
미용 전시회

2022 Chengdu Beauty Expo

2022 Dalian Beauty Health
Industry Fair

2022 the 27th beauty expo
in Shanghai

· 개최지: 청두, 중국
· 참관객: 50,000 명
· 참가기업: 800 개
· www.meibohui.com

· 개최지: 대련, 중국
· 참관객: 15,000 명
· 참가기업: 비공개
342_194_2022.html

· 개최지: 상하이, 중국
· 참관객: 521,300 명
· 참가기업: 3,639 개
·www.baiwenex.com

05.16 ~ 05.18

05.16 ~ 05.18

06.15 ~ 06.17

2022 중국 상하이
미용 화장품 전시회

2022 일본 도쿄
뷰티월드

2022 터키 이스탄불
미용 전시회

Shanghai International
Beauty & Cosmetic Expo 2022

2022 Beauty World Japan

BEAUTY EURASIA 2022

· 개최지: 도쿄, 일본
· 참관객: 71,309 명
· 참가기업: 551 개

· 개최지: 이스탄불, 터키
· 참관객: 11,780 명
· 참가기업: 374 개
· beautyeurasia.com/Home

·www.expowindow.com/dz/

· 개최지: 상하이, 중국
· 참관객: 2,500,000 명
· 참가기업: 2,300 개
·shanghaiexpo.co.kr

·beautyworldjapan.jp.messefrankfurt.com

06.27 ~ 07.05

07.27 ~ 07.29

08.05 ~ 08.07

2022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뷰티 전시회

2022 중국 베이징
미용 전시회

2022 캄보디아 프놈펜
건강&미용 엑스포

Cosmoprof Asia Hong Kong 2022

2022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Beijing

· 개최지: 홍콩, 중국
· 참관객: 83,793 명
· 참가기업: 2,630 개
· www.cosmoprof-asia.com

· 개최지: 베이징, 중국
· 참관객: 35,000 명
· 참가기업: 450 개
· www.beijingbeautyexpo.com

Cambodia Health & Beauty
Expo 2022

· 개최지: 프놈펜, 캄보디아
· 참관객: 비공개
· 참가기업: 비공개
· www.cambodiahealthbeau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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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 08.15

08.24 ~ 08.26

08.25 ~ 08.27

2022 홍콩 뷰티 & 웰니스
전시회

2022 베트남 호치민
뷰티 전시회

2022 인도네시아
뷰티 엑스포

2022 HKTDC Beauty&Wellness Expo

Cosmobeaute Vietnam 2022

2022 INDO BEAUTY EXPO

· 개최지: 홍콩, 중국
· 참관객: 15,248 명
· 참가기업: 107 개
· event.hktdc.com

· 개최지: 호치민, 베트남
· 참관객: 14,000 명
· 참가기업: 350 개
· www.vietbeautyshow.com

· 개최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참관객: 7,300 명
· 참가기업: 155 개
· indobeautyexpo.com

09.06 ~ 09.08

09.26 ~ 09.28

09.28 ~ 09.30

홍콩 아시아 내추럴 오가닉
상품 전시회

일본 도쿄 다이어트 & 뷰티
전시회

2022 일본 오사카
국제 화장품 전시회

Natural & Organic Asia 2022

Diet & Beauty Fair 2022

2022 Cosme Osaka

· 개최지: 홍콩, 중국
· 참관객: 5,000 명
· 참가기업: 250 개
· www.naturalandorganicasia.com

· 개최지: 도쿄, 일본
· 참관객: 26,000 명
· 참가기업: 374개
· www.dietandbeauty.jp

· 개최지: 오사카, 일본
· 참관객: 10,000명
· 참가기업: 111 개
· www.cosme-week.jp

09.28 ~ 10.01

10.06 ~ 10.08

10.31 ~ 11.02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코스모 뷰티 아시아 전시회

2022 인도 뭄바이
코스모프로프 미용 전시회

Cosmobeauté Malaysia 2022

Cosmoprof India 2022

Beauty World Middle East and
Wellness and Spa Exhibition

· 개최지: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참관객: 비공개
· 참가기업: 비공개

· 개최지: 뭄바이, 인도
· 참관객: 9,426 명
· 참가기업: 237 개
· cosmoprofindia.com

· 개최지: 두바이, UAE
· 참관객: 44,000 명
· 참가기업: 1,800 개
· www.beautyworldme.com

· www.cosmobeauteasia.com/malaysia

UAE 두바이 뷰티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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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04.21 ~ 04.23

04.28 ~ 05.02

05.11~ 05.13

러시아 모스크바 인터참
화장품 및 미용 박람회

2022 이탈리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미용 전시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뷰티 전시회

2022 InterCHARM MOSCOW

Cosmoprof Bologna 2022

CENTRAL ASIA BEAUTY EXPO

· 개최지: 모스크바, 러시아
· 참관객: 40,000 명
· 참가기업: 488 개
· www.intercharm.ru

· 개최지: 볼로냐, 이탈리아
· 참관객: 비공개
· 참가기업: 비공개
· www.cosmoprof.com

· 개최지: 알마티, 카자흐스탄
· 참관객: 비공개
· 참가기업: 150 개
· www.cabeauty.kz

05.22 ~ 05.23

05.28 ~ 05.30

05.29 ~ 05.30

2022 영국 버밍햄
미용 전시회

리우 에스테틱 및
미용 박람회

멕시코 몬테레이
미용 전시회

Beauty UK 2022

Estetica In Rio

EBIO

· 개최지: 버밍햄, 영국
· 참관객: 24,900 명
· 참가기업: 700 개
· beautyukshow.com

· 개최지: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 참관객: 30,000 명
· 참가기업: 86 개
· www.esteticainrio.com.br

· 개최지: 몬테레이, 멕시코
· 참관객: 6,000 명
· 참가기업: 263 개
· ebio.mx

06.06 ~ 06.07

06.25 ~ 06.27

07.12 ~ 07.14

호주 시드니 친환경,
유기농 제품 전시회

미국 라스베가스 국제 미용,
화장 및 스파 전시회

2022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미용 전시회

2022 Naturally Good

IECSC

Cosmoprof North America

· 개최지: 시드니, 호주
· 참관객: 5,936 명
· 참가기업: 366 개
· naturallygood.com.au

· 개최지: 라스베가스, 미국
· 참관객: 25,000 명
· 참가기업: 600 개
· www.iecsclasvegas.com

· 개최지: 라스베가스, 미국
· 참관객: 265,000 명
· 참가기업: 3,033 개
· cosmoprofnorthamer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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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 08.01

08.14 ~ 08.16

08.20 ~ 08.21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 뷰티 전시회

2022 스위스 베른
유행 전시회

2022 뉴질랜드 오클랜드
헤어, 뷰티 전시회

ESTETIKA

ORNARIS

NZ Hair & Beauty Expo

· 개최지: 상파울루, 브라질
· 참관객: 28,000 명
· 참가기업: 200 개
· congressoestetika.com.br

· 개최지: 베른, 스위스
· 참관객: 11,000 명
· 참가기업: 450 개
· www.ornaris.ch

· 개최지: 오클랜드, 뉴질랜드
· 참관객: 3,000명
· 참가기업: 95개
· www.nzhairandbeauty.nz

08.22 ~ 08.23

09.14 ~ 09.15

10.09 ~ 10.10

2022 호주 시드니
뷰티 엑스포

2022 미국 뉴욕
메이크업 전시회

2022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미용, 스파 전시회

Beauty Expo Australia 2022

Make Up in New York 2022

IECSC Florida 2022

· 개최지: 시드니, 호주
· 참관객: 11,247명
· 참가기업: 210개
· www.beautyexpoaustralia.com.au

· 개최지: 뉴욕, 미국
· 참관객: 30,000 명
· 참가기업: 500 개
· makeup-in-newyork.com

· 개최지: 플로리다, 미국
· 참관객: 비공개
· 참가기업: 234개
· www.iecscflorida.com

10.13 ~ 10.14

10.22 ~ 10.24

10.23 ~ 10.25

2022 프랑스 파리
화장품 산업 전시회

2022 스페인 마드리드
뷰티 및 미용 전시회

2022 멕시코 멕시코시티
뷰티 전시회

2022 Cosmetic 360

SALON LOOK

EBS Mexico

· 개최지: 파리, 프랑스
· 참관객: 비공개
· 참가기업: 160 개
· www.cosmetic-valley.com

· 개최지: 마드리드, 스페인
· 참관객: 비공개
· 참가기업: 334 개
· www.ifema.es/salonlook

· 개최지: 멕시코시티, 멕시코
· 참관객: 80,000 명
· 참가기업: 555 개
· www.expobeautysh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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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번호

기간

제목

발표자

01

2022.04.15

(미국) RISE ABOVE ~ Black Girl Beauty Empowerment Event

Black Girl Beauty
Foundation

02

2022.04.16

(영국) Makeup Artist Diploma

Online Courses Learning

03

2022.04.17

(미국) My Black Beauty Box & She Beauty Easter Virtual Pop Up

My Black Beauty Box

04

2022.04.18

(캐나다) Dr Roebuck's Super Ingredients

Dian Young

05

2022.04.18

(미국) Free Skincare class with Live demonstration

Titilope Isaiah

06

2022.04.19

(미국) Virtually Discover Ulta Beauty's Beautiful Possibilities

Ulta Beauty

07

2022.04.19

(캐나다) Zorah LIVE Training: Demystifying Zorah Products

Académie Zorah
biocosmétiques

08

2022.04.22

(인도) Start Your Own Beauty Business

Aderiyike Makinde

09

2022.04.23

(미국) Beauty & Travel Summit

Around the World Beauty

10

2022.04.23

(미국) Basic Level Boot Camp

About Face

11

2022.04.24

(미국) Date Ready Skin Care Power Lesson

Luxury Lotus Spa

12

2022.04.25

(미국) Power Couples- Celebrating 13 Wonderful Years at Elite MD

Ellite MD

13

2022.04.26

(미국) How to Grow Your Spray Tanning Business

Kelly Callaghan

14

2022.04.29

(미국) Party Makeup for Kids and Teens - Virtual Online Makeup Lesson

Beauty for Everywoman

15

2022.05.12

(영국) Hydrosols and Distillation for Perfumers, with LakendaWallace

The Institute for Art and
Ol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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