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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이드  SEOUL MADE

서울메이드는 서울의 감성을 담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브랜드입니다.

모바일을 사용하는 글로벌 MZ세대에게 서울형 큐레이션과 맛, 멋, 안전, 편리 

카테고리의 상품 및 서비스로 힙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서울메이드는 ‘손으로 만드는 제조업’에서 ‘머리로 만들어내는 창작’으로 

변화된 서울 산업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장을 이끌어온 베이비부머 세대의 산업 가치를 지키고 현재 

서울을 만들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산업을 함께 표현합니다.

SEOUL DOCUMENTARY MAGAZINE, 《SEOUL MADE》는 

서울 산업의 역동적 변화, 혁신을 이끄는 다양한 인물과 기업, 플랫폼의 이야기를 

재발견하고, ‘서울감성’으로 재해석해 담아내는 단행본 형식의 정기간행물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Seoul Business Agency
대표 장영승

www.seoulmade.com

독자들이 《SEOUL MADE》에 보내온

온기 어린 시선과 문장들

LETTERS FROM

여름

요즘 ‘핫’한 사람들은 모두 읽는다는 《SEOUL MADE》. 읽어

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우연히 자주가는 카페에서 서울메이드 

미니북을 보고, 곧바로 구매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읽으

면 매거진을 읽는 즐거움이 배가 되더라고요! 다음 호는 무슨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룰까 기대되고 궁금해요.

고양이 발바닥

따라 하고 싶고, 따라 사고 싶은 것투성이! 제각기 멋지고 매

력적인 인터뷰이, 서비스, 장소를 조명하는 《SEOUL MADE》 

14호를 읽는 내내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온택

트 시대의 인사이트를 찾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한다.

이한샘

어렸을 때부터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꿈이자 목표

였다. 하지만 내 브랜드를 만드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하는 

지, 또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막연했는데 《SEOUL 

MADE》를 통해 조금은 방향성이 잡힌 것 같다. 좋아하는 일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큰 자극이 되었

다. 나도 언젠가 이곳에 인터뷰이로 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후

기를 남긴다.

강연승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14호에 소개된 ‘챌린저스’ 기사를 

보고 애플리케이션도 다운받고, 프로젝트에 참여까지 했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서울메이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lee070325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하며 어떤 방향

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서울 브랜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storysenter_jy

좋은 것들을 좋다고 기꺼이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날, 서울메

이드를 꺼내 읽는다.

최혜지

서울을 기록하고 간직하는 매거진이라니. 이 매거진을 왜 지금 

알았을까 후회돼요! 하나하나 너무 유익하고 재밌네요. 조만간 

상암동에 있는 서울메이드 스페이스에도 들려서 시간을 보내

고 올까 싶어요.

inhouden_jr

긴 언택트 생활에 마음도 몸도 지친 요즘 같은 때에 읽기 좋은  

《SEOUL MADE》 3월호 온택트. 사소한 시간에 곁한 마음들

의 이야기다. 언택트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튼튼한 마음과 에

너지가 느껴지는 글들. 바쁜 와중, 며칠에 걸쳐 읽었는데. 참 많

은 생각이 스쳤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날들에게 인사하고. 

내 마음을 가득 지금에 쏟아야할 때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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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반짝이는 별 ‘K-뷰티’는 

과연 은하수를 이룰 수 있을까?

과거와 달리 현재의 K-뷰티는 문화가 빠진 채 제품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 기술력과 제품력을 따라 잡혀 더는 K-뷰티가 글로벌 뷰티 시장을 선도하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K-뷰티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별이 아닌 은하수를 이루기 위해

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뷰스컴퍼니는 올해의 키워드를 ‘Back to the basics’로 

정해 성공 방정식을 준비하고 있다.

글
 박

진
호

TOPIC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K-뷰티를 다시 글로벌 리더로 만들 수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다.

뉴욕의 버룩 컬리지Baruch College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던 중 장난감 쇼핑몰을 창업한 것이 사업의 시작이

었다. 그 당시 베스트셀러 제품이던 미니언즈 캐릭터가 10~20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자연스럽

게 고객층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게 되었다. 유입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어반아웃피터스’의 블로썸 립

글로스 제품을 함께 판매했고, 그것이 뷰티 업계로 입문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

해 3개월 만에 20억 규모의 매출을 올렸지만, 화장품 시장에 대한 차별화 전략 부재와 반복되는 미투 제

품들로 인해 운영하던 브랜드 사업을 모두 뒤로 한 채, 뷰스컴퍼니를 8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뷰스컴퍼니는 뷰티 전문 마케팅 에이전시다. 모두가 매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마케팅 대행에 

열을 올릴 때, 우리는 화장품이라는 한 가지 분야에 집중했다.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뷰티 산업에만 오랫

동안 집중한 회사는 뷰스컴퍼니가 유일무이할 것이다. 하지만 뷰티 시장 하나에만 집중해도 그 흐름을 예

측하기란 쉽지 않다. 과열되고 있는 뷰티 트렌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하기 위해 뷰스컴퍼니

는 뷰티 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부에 뷰티 데이터 전략팀, 전략 마케팅팀, 인

플루언서팀, 광고관리팀, 영상팀, 바이럴팀이 상주하고, 지금까지 1,400여 개 이상의 뷰티 브랜드 캠페인

을 진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 방정식을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그 연구를 바탕으로 클린 뷰티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친환경 플러깅 캠페인을 기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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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아닌 가치를 팔아야 한다

2020년 이후 뷰티 업계의 최대 화두는 ‘클린 뷰티’다. 작년 6월 올리브영에서 클린 뷰티 캠페인과 함께 

엠블럼을 발행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흘러가던 클린 뷰티의 흐름이 국내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피부에 유해한 주의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지구까지 

보호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철학 아래 소비자 역시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

고 기업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상황이 되었다. 많은 브랜드가 더는 화장품에 동물 성분을 넣

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가능하고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소재를 찾기 시작했다. 앞

으로는 브랜드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지구적 문제에 귀를 기울이는지가 중요한 기준

이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약 10여 년 전부터 클린 뷰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왔지만, 국내 시장에는 

이제 태동기가 시작된 만큼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자의 인식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인식을 먼저 따라잡는 브랜드가 살아남을 것이다.

맞춤형 화장품 시대의 도래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2021년 2월 25일부터 사라졌다. 이를 계기로 개개인의 맞춤형 정보

사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짐작된다. 오래전부터 큐레이팅 서비스, 맞춤 화장품 등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되어 왔으나 사회적인 분위기, 기술적 요인, 사람들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맞추기 어

려웠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뷰티앱 ‘화해’를 기반으로 획일화된 기준을 통해 화장품을 추천받고 그 서비

스에 의존해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피부 타입, 취향, 적합성이 더욱 중

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 뷰티 테크 회사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

다. 룰루랩, 아트랩 등은 AI 기반의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메라로 피부 타입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K-뷰티는 황금기를 지나 과도기를 맞이하고 있다. 뷰스컴퍼니는 이러한 시장의 근간을 잡기 위해 뷰

티 업계에 대한 지표를 정립하고 있다. 뷰티 트렌드, H&B 시장 인사이트, 채널 및 카테고리별 흐름을 데이

터로 정리하며 K-뷰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

떻게 K-뷰티를 다시 글로벌 리더로 만들 수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다. 위에 언급한 기준

에 맞춰 브랜드를 이끌어 나간다면, 다시 한번 K-뷰티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미국 버룩 컬리지에서 Accounting과 Psychology를 공부했다. 2013년 디지털 마케팅 1세대이자 뷰티 전문 마케팅 

회사 뷰스컴퍼니를, 2019년 글로시박스로 알려진 글로시데이즈를 인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끊임없이 뷰티 트

렌드를 연구하며, 한국 뷰티 시장의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박진호

뷰스컴퍼니 대표

beaus.co.kr

최근 K-뷰티는 과거 내가 경험했던 모습과 많이 달라졌다. 2013년 업계에 입문했을 당시 뷰티 산업은 

호황기였다. 국내 뷰티 시장 자체가 끊임없이 성장하며 수많은 브랜드가 등장했다. 어떤 제품을 출시해

도 판매가 잘될 정도로 산업 자체가 황금기를 맞고 있었다. 해외에서도 한류 문화와 함께 K-뷰티가 급속

도로 퍼져 나갔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닮고 싶어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흡수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장품 박람회인 홍콩 <코스모프로프>에서도 K-뷰티 키워드를 따로 다룰 만큼 많은 

사람이 주목했다. 당시 한국에 방문했던 왓슨스 중국 CEO가 K-뷰티에 대해 극찬하며 뷰티 문화를 중국

에 도입하고 싶다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한국과 프랑스 합작 브랜드이자 록시땅 그룹의 스

킨케어 브랜드인 에르보리앙 또한 프랑스 세포라에 입점해 위상을 떨쳤다. 이렇게 K-뷰티 산업이 성장

하게 된 근간은 ‘문화’가 밑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런 문화적 측면을 배제한 채, 

K-뷰티라는 키워드만 활용한 과포장된 마케팅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화장품은 특성상 장기적인 사용을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노화, 트러블 등의 피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 

단기적인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에서 Before & After가 강조된 자극적 마케팅

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했고, 브랜드는 더욱 자극적인 소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결국 

점점 K-뷰티에서 문화적 특성이 퇴색되고 ‘기술력’과 ‘제품력’이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치환되었다. 그

러나 기술력과 제품력의 카피는 어렵지 않으며, 이미 중국 화장품 시장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고도화

가 진행 중이다. 이제 기술력과 제품력만 앞세운 브랜드들은 경쟁력을 잃어 가고, 더는 중국 시장에서 성

공 사례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K-뷰티의 쇠퇴와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뷰스컴퍼니가 잡은 올해의 뷰티 시

장 키워드는 ‘Back to the basics’다. 이 키워드를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성공 방정식이 필요하다.

화장품 산업을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

최근 ‘문화가 된 화장품’으로 가장 재미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브랜드는 ‘롬앤rom&nd’이다. 롬

앤은 민새롬이라는 뷰티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2017년 메이크업 시장에 진입했고, 최근 한국문화재단과 

한복 에디션을 출시해 해외에서도 품귀 현상을 일으켰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함께 출시한 ‘립볶이 에디션’ 

또한 뜨거운 반응과 함께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립틴트의 발색력, 제품의 가격, 디자

인만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문화를 향유한다. 롬앤은 다양한 문

화적 협업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확장 중이다. 문화를 고민하지 않는 K-뷰티 브랜드는 결코 시

장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게 하는 사례다. 



S
E

O
U

L
M

A
D

E
8 9

마
음

이
 곁

 하
는

 시
간

지금까지 화장품 업계는 대부분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집중해왔는데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멜릭서는 그걸 얻는 뷰티 산업의 방식과 과정, 

회사의 운영, 문화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 멜릭서 대표 이하나

30p｜PROJECT｜<내일이 건강하게 아름답도록> 중에서



비건 화장품은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을 말해요. 

채식주의의 개념을 화장품에 적용하여 일상적인 생활용품과 범주에서도 

누구나 쉽게 건강한 비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확장한 거죠.

 

 ─ 셀룸(닥터앤도러) 대표 김다예

46p｜HELLO｜<아름다움을 고민하고, 응원하는 브랜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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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얼굴을 갖고 산다는 말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산다는 말과 같다. 가정, 직장, 학업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과 지성과 감성을 교류하다 보니, 내 목소리와 타인의 목소리가 얽히고 겹치고 섞이게 된다. 

박자와 음표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선율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수반되어야만 나의 목소리로,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정교한 활동은 오롯이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

 

 ― 작가 김정아

106p｜COLUMN｜<최초의 소원을 이루는 삶>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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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워지고 싶다거나,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잖아요. 

기술은 이런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발전하는 거예요. 뷰티와 테크는 이미 맞닿아 있었는데, 

최근 IT 테크놀로지를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퓨처플레이 대표 류중희

20p｜INTERVIEW｜<뷰티테크, 미래를 당겨오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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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제품을 이루는 성분만큼 중요해진 것이 바로 만드는 과정이다. 동물실험에 적극적으

로 반대하고, 캠페인이나 기부 등으로 자연 보호에 힘쓰는 뷰티 브랜드들이 늘어난 것이 

그 증거다. K-뷰티는 환경을 보호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찾는 X세대가 점점 많아지는 요즘, 활기찬 YOUNG 40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면

닥터메이트에 주목해보는 것은 어떨까. 토털 웰니스 솔루션 브랜드 닥터메이트는 일상 속에 스며든 제품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73p｜ITEM｜<아름다움에 힘을 더하기> 중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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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INTERVIEW

뷰티 테크, 미래를 당겨오다

퓨처플레이 대표 류중희,

퓨처살롱 총괄 디렉터 최혜원

PROJECT

내일이 건강하게 아름답도록

비건 뷰티 브랜드 멜릭서 대표 이하나

HELLO

아름다움을 고민하고 응원하는 브랜드

선티크·룰루랩·셀룸·내스타일

아임플라워티·마타

CREATOR

‘나’ 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브랜딩 디렉터 전우성

PEOPLE

진심을 통하는 아름다움

원씽 최유미·메리몽드 노혜수·

파파레서피 김연경·톤28 박준수

ITEM

아름다움에 힘을 더하기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세대별 아이템 6가지

KEYWORD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모으고 모아

뷰티 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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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테크, 미래를 당겨오다

퓨처플레이 대표 류중희, 

퓨처살롱 총괄 이사 최혜원

바야흐로 뉴노멀 시대. 뷰티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뷰

티 테크Beuaty Tech란 뷰티Beaut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뷰

티와 IT의 융합’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며 뷰티

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이른바 ‘K-뷰티 2.0’ 시대에 접

어들면서 국내 브랜드들은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글

로벌 뷰티 시장까지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뷰티 시장의 

패러다임은 어떤 얼굴로 변해갈까?글
 강

혜
빈

   
사

진
 윤

동
길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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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와 테크는 이미 맞닿아 있었는데, 

최근 IT 테크놀로지를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좌 최혜원   우 류중희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류중희입니다. 많은 창업가를 도와드리면서 함께 고민하고, 여러 영역에서 새로

운 것을 만들어가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8년 전에 퓨처플레이를 만들었어요.  

최혜원 안녕하세요. 퓨처살롱의 총괄을 맡고 있는 최혜원입니다. 미용업계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

하고 개선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어요.  

최근 ‘뷰티 테크’라는 키워드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뷰티와 테크, 한눈에 보기엔 어쩐지 이질적인 

느낌도 드는데요. 현시점에서 뷰티 테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류중희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아름다워지고 싶다거나,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인간

의 근원적인 욕망이잖아요. 기술은 이런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발전하는 거예요. 뷰티와 테크는 이미 맞닿

아 있었는데, 최근 IT 테크놀로지를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혜원 뷰티 테크는 그동안 꾸준히 시도되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뷰티 분야는 오프라인에서 절대적인 경

험을 제공해야 하는 만큼 빅데이터나 증강현실 등 기존에 쓰이는 기술들을 이용해 나날이 다양해지는 고

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해요. 

고객의 세분화된 니즈를 알고, 빠르고 정확하게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퓨처플레이는 스타

트업 회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류중희 퓨처플레이는 사업과 기업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세상을 바꾸는 주체를 ‘기업’으로 보고 있죠. 

아무리 훌륭한 창업가와 팀이 있어도 10년 안에 세상을 바꿀만한 기업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돕고 또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협력해 회

사를 만들어내는 실험도 하고 있어요. 

테크라는 측면에서, 한 기업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능력을 부여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류중희 첫째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둘째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좋

은가’예요. 그런데 이건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한 손님의 스타일과 성향 등을 파악

하고 있는 담당 디자이너가 그만두면,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 기업은 고객의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고,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죠. IT는 단순히 일 처리를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

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인간과 기계가 각자 역할을 다할 때, 고객 입장에서는 퀄

리티가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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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원 이사님은 퓨처살롱에서 ‘쉐어스팟’이라는 공유 미용실 플랫폼 서비스의 총괄을 맡고 계신다고 들

었어요.  

최혜원 쉐어스팟은 독립을 원하는 디자이너들이 적은 자본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게 돕는 브랜드

예요. 다양한 디자이너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상당히 오랫동안 도제식 문화

에 익숙해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가야겠

다는 생각으로 퓨처살롱을 시작하게 되었죠.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 시대가 대두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의 니즈, 또 뷰티 시장의 

현 상황이 궁금해요. 

최혜원 최근 ‘홈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각종 디바이스도 뒷받침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도

래하면서 생긴 고객의 니즈는 ‘실패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걸 찾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제 립스틱을 고

를 때 증강현실을 적용하면 실제로 발라보지 않아도 앱을 통해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피부 측정부터 제품 추천까지,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고객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크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죠. 

퓨처플레이와 퓨처살롱의 연결 고리가 궁금한데요. 뷰티와 기술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류중희 저희는 10년 뒤 인류를 바꿀만큼 획기적인 회사를 찾아 성장을 독려하고, 투자하고 있어요. ‘주

어진 기술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관찰하다가 기술적인 변화가 생기면 시장이 크게 바뀔만한 

영역들을 찾게 된거죠. 처음으로 찾은 것이 뷰티였고, ‘변화하는 미용업에 기술을 더해 처음부터 다시 설

계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퓨처살롱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거죠. 

뷰티 경험 편집숍 ‘오뷔르’가 오픈했다고 들었어요. 언택트 문화에 적합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고요. 

최혜원 오뷔르는 쉐어스팟 2호점으로 ‘사운즈 한남’ 공간에 오픈했어요. 미용은 우리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고객들이 기술과의 새로운 시도를 결합한 서비스를 경험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

로 연 팝업 형식의 편집숍이에요.  

콘셉트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최혜원 맞아요. ‘진단’이라는 콘셉트로 개인화에 집중해 오프라인 영역에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도했어요. 고객들의 데이터를 확보해 그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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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살롱이 추구하는 ‘미용업의 혁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최혜원 저희는 오프라인 기반으로 사업하려는 경향이 크다 보니, 미용업의 혁신이라는 게 실은 미용인들

의 주도적인 의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더 나은 환경에서, 미용업의 본질적인 가

치를 지키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방법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을 IT를 통해 찾을 수 있도

록 시도하고자 해요. 

류중희 2030년에도 사람이 머리카락을 다듬고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계에 선뜻 

머리를 맡기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는 건 오히려 기계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기술과 사람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가

능성’이 아닐까요?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많은 기업에게 적용되는 키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러나 

아직은 ‘뷰티 테크’가 막 발돋움을 해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류중희 뷰티를 하던 분들은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술을 하던 분들은 뷰티 업계의 관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퓨처살롱을 만든 이유는 퓨처플레이와 퓨처살롱이 기술과 뷰티 사이를 중

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어요. 그 간극을 잘 메우면서 일종의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뷰티와 테크 가운데 퓨처플레이가 있는 거군요. 

최혜원 기존에는 뷰티와 테크 두 가지 영역에서 서로가 서로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뷰티 영역 안에서 테크가 필요하다는 니즈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미용인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뷰티 테크가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뷰티 테크 시장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류중희 시작은 뷰티 테크, 패션 테크, 푸드 테크, 헬스케어 테크처럼 분화해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대략 10년이 지나면 모든 분야가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합쳐지지 않을까요? 뷰티 자체도 중요하지만 뷰티

에 연관된 다른 사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보면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두 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최혜원 아름다움이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자신의 장

점을 극대화함으로써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가장 아름다워 보일 것 같아요. 

류중희 사실 아름다움이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바라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뷰티 테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게 이 부분이라 생각해요. 자기 자신

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형상화.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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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테크로 ‘개인화’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생기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마지막 질문

으로, 앞으로 어떤 가치를 중점으로 퓨처플레이를 이끌어가고 싶으신가요? 

류중희 퓨처플레이가 8년 동안 해온 일은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용

기 있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죠. 저희가 그들의 동료가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미래를 끌어당기고 

싶었어요. 마치 줄다리기처럼요. 줄다리기할 때 한 명이라도 많으면 더 잘 당겨지잖아요. 누군가 혼자서 

낑낑거리고 있을 때 슬며시 와서 잡아당겨 주는 사람이 퓨처플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

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좋은 전문가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퓨처살롱의 미래도 궁금해요. 

최혜원 본질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고객 만족이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이

고요. IT 도입을 통한 디자이너들의 업무 환경 개선, 고객들의 미용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집중해 고객 만

족을 최대로 끌어내는 것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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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뷰티 브랜드 멜릭서 대표 이하나

내일이 건강하게 아름답도록

트렌드가 바뀌고 세월이 많이 흐른다 해도 ‘건강함’보다 강한 아름다움은 없을 것이다. 비건 뷰
티 브랜드 멜릭서의 대표 이하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
는다. 언제 다 키워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지 헤아리지 않는다. 남들이 어떻게 씨앗을 심는지 둘
러보지 않고 묵묵히 심을 뿐이다. 그녀는 작은 씨앗이 어느 순간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우리를 건
강하게 품으리라 확신한다. 피부를 자극 없이 순하게 케어하는 본연의 기능은 물론이고 그 바탕

이 되어주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조·유통 과정, 진심 어린 고객 관리, 투명한 기업 경영까

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는 뷰티 브랜드를 오랜만에 국내에서 찾았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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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한 지 3년이 넘었어요. 한국에서 비건 뷰티 브랜드를 

론칭하기로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계기가 궁금해요.

2014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는데, 당시 고객

이 저희에게 동물 실험을 하는지 물었어요. 미국에서도 동물 실험

이 좀 생소한 개념이던 때라 ‘어떤 이유에서 물어볼까?’ 생각했는

데, 그 질문이 머리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비거니즘

Veganism’은 먹는 걸 넘어 뷰티, 패션 등 생활 전반에 폭넓게 번져

있었어요. 식물성 화장품을 쓰면서 피부 트러블이 개선된 경험도 

있어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면서 사회에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비건 뷰티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죠.

작은 뷰티 브랜드의 등장이 화장품 업계에선 꽤 큰 반향을 불러왔

을 것 같아요. 국내 최초 비건 뷰티 브랜드의 출현과 성장은 업계에

서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국내에서 비건 화장품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무려 20

여 곳이 넘는 제조사에서 거절당했으니까요. 다행히 오가닉 화장

품 제조사를 찾아 제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다음은 고객을 설득

하기 시작했죠. 비건 화장품이 피부와 삶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시시각각 설파하고 다녔어요. 최근에 연 팝업스토어도 그 일환이

고요. 스토어의 모든 구성 요소를 자연 소재로 만들어 멜릭서가 추

구하는 철학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화장품 업계는 대부

분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집중해왔는데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멜릭서는 그걸 얻는 뷰티 산업의 방식

과 과정, 회사의 운영, 문화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

고 있어요.

국내 비건 뷰티 브랜드, 넓게는 ‘클린 뷰티’를 표방하는 브랜드가 

유독 지난해부터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봐요. 건강과 환경의 중요성이 피부에 와

닿는 계기가 되었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셀프 케어에 대

한 관심이 늘 수밖에 없고요. 이런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뷰티 브랜

드들도 가능한 한 더 건강하게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제안하고 공

유하는 문화가 생겨난 것 같아요.

멜릭서의 성공에서 용기를 얻은 다른 브랜드도 많을 거예요. 이제

는 경쟁업체라고도 볼 수 있는 비건 뷰티 브랜드가 제법 생겨났는

데요. 멜릭서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비건 뷰티의 첫 시작을 열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서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전하고, 도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 노력이 

누적되면 결국 멜릭서의 차별점이 되겠죠. 또 ‘내가 추구하는 가치

를 브랜드가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가 고객의 브랜드 선택을 좌우

한다고 보는데, 멜릭서는 단순히 화장품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도록 기능한다고 생각해요. 

홈페이지에 ‘너 자신에게 마음을 써봐,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비

롯한 많은 것이 달라질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의미의 문구

가 많았어요. 흔한 ‘피부가 어려져요, 얼굴이 팽팽해져요.’ 같은 메

시지를 대신해서요.

맞아요. 멜릭서는 고객에게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과 제품에 사람들의 일

상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요. 우리 방법은 

조금 느리더라도 효과적으로 피부를 개선할 수 있고, 당신과 당신 

주변에 건강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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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과 제품에 

사람들의 일상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요. 우리 방법은 조금 느리더라도 

효과적으로 피부를 개선할 수 있고, 

당신과 당신 주변에 건강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멜릭서

©멜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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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타협하면 쉬운데, 브랜드 철학에 따라 지키기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고수하는 점이 많을 거예요. 패키지 하나를 내놓는 데도 투

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에 비거니즘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

니까요.

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길을 묵묵히 걷는 중이죠(웃음). 

패키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어요. 멜릭서의 첫 패키지는 지금

과 확연히 달랐어요. 패키지 제작 공정에 컬러 코팅, 래미네이트 코

팅이 있었는데, 이 공정이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

에 알았죠. 이러한 이유로 지금껏 열 번 이상 수정한 패키지도 있어

요. 브랜드를 론칭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요. 현재 사용하는 패

키지도 완벽하지 않아요.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고, 숲을 훼

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얻은 종이(FSC 인증 

소재)만 사용해요. 1년째 테스트하고 있는 신소재도 있어요. 아직 

화장품 용기로는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상품화까지는 시간이 걸리

겠지만, 이게 가능해지기만 한다면 꽤 훌륭한 플라스틱 대체제가 

될 거예요.

비거니즘을 화장품에 접목할 때 얻는 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진정 작용으로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를 순하게 케어해준다는 거

예요. 그래서 트러블 피부와 민감성 피부로 고민하는 분들이 깨끗

한 식품, 깨끗한 성분으로 만든 비건 화장품을 찾게 되죠. 멜릭서는 

파라벤 같은 화학 방부제와 EWG 레드 등급 성분을 배제하고 만들

어요. 순수한 식물 성분과 인체에 안전한 인공 성분을 잘 조합해 자

극이 없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내죠. 

립밤의 인기가 상당하던데요.

설립 초기부터 고객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립밤을 수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립밤을 

만들게 됐어요. 꿀 대신 아가베, 비즈왁스 대신 시어버터를 넣은 순 

식물성 립밤을 만든 거죠. 요샌 마스크 때문에 립 메이크업을 생략

하는 추세지만, 아예 안 바르면 생기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컬러 립밤이 반응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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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탈리안 음식을 먹거나 해요. 밖에서는 메뉴를 고를 때 지인들

이 저를 신경 써주는 게 느껴지는데,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불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찾은 저의 솔루션은 혼자 밥 먹기! 모두

가 편해지는 현명한 방법 아닌가요? 회사 근처에 ‘트와 블루’라고 좋

아하는 가게가 있는데 그 집 호박 수프가 아주 맛있어서 자주 가요.

스타트업은 생동감 넘치는 동시에 호흡이 빠르고 치열하단 인상이 

강해요. 4년 차 스타트업 대표로서 심신의 건강을 사수하기 위한 

나름의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참 걷기 좋은 날씨죠. 출퇴근할 때 지하철 한 정거장이라도 걸

으려고 해요. 바쁜 만큼 일상에서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

고 있죠. 그리고 좋아하는 기업가들의 영상을 봐요. 기분이 좋아지

더라고요. 영감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이런 얘길 하면 다들 놀라시

더라고요(웃음).

많은 사람이 퇴근 이후에 일을 연상시키는 요소를 스트레스로 받

아들이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걸요. 자기 전에 고객 리뷰도 자주 찾아봐요. 

우리가 무던히 신경 썼던, 하지만 티가 많이 나지 않는 부분을 고객

이 알아주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에너지가 솟는지 몰라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건 뷰티를 실현하는 브랜드’, 이 완벽

한 수식을 보면 더 발전할 게 있을까 싶은데요. 멜릭서의 다음 스텝

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건강’이라는 큰 방향성이 기업에 지속적으로 좋은 영

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고민해요. 제품 제조 과정은 당연한 거고 기

업 문화나 재무 상태, 정보 공유 과정의 투명성, 수평적인 의사 결

정 구조 같은 것까지요. 제품이 생산되어서 유통, 마케팅을 거쳐 사

용하고 난 뒤까지,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측

정 가능한 지표로 추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2019년 샌프란시스코 출장 중에 만난 한 고객이 퇴직과 비건 라

이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에 크게 공

감했어요. 환경과 사회를 위해 한 가지 액션을 취해야 한다면 채식

이 가장 좋겠다는 결심이 섰죠. 그렇게 시작됐어요.

비건이 된 이후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고기를 많이 좋아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

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당시 미국에서 지낼 때라 어딜 가든 

베지테리언 메뉴가 다양했거든요. 문제는 한국에 들어와서였어요. 

한국은 아직은 베지테리언을 위한 선택지가 좁잖아요. 집에서는 엄

마가 저를 위해 고기를 뺀 만두를 빚어주시고, 외식할 때도 고기 대

자주 즐기는 비건 레시피를 공개해주세요.

대부분 채소를 이용한 저염 요리예요. 올리브유로 마늘, 양파를 볶

고, 페페론치노도 조금 넣어요. 매콤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그다음 

시금치와 토마토, 달걀을 넣어요. 스크램블드에그를 만들기도 하

고 익힌 채소와 같이 사이드로 먹기도 해요. 너무 간단하죠? 제가 

즐겨 먹는 저녁 메뉴예요.

피부가 예민하다고 들었는데, 피부 건강은 어떻게 챙기시나요?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예전에는 피부가 많이 예민했어요. 딱히 사

춘기도 아니었는데 홍조와 트러블로 많이 고생했죠. 생각해보면 

화장품을 좋아해서 다양하게 쓸 때였어요. 피부과를 가도 나아지

지 않고 뭘 하든 피부가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한동안 세안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녔어요. 두 달이 지나니 호전되더라고요. 그 

이후 스킨케어 스텝을 대폭 줄이고 정말 순수한 식물수 같은 화장

품만 발랐어요. 다행히 지금은 트러블이 잘 나지 않는 피부가 되었

고요. 평소 뽀드득하게 세정되는 것 말고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주

는 클렌저로 마일드하게 세안하고, 비건 밸런싱 토너로 피부를 정

돈한 다음 크림을 바르는 것이 저의 스킨케어 루틴이에요. 아침엔 

선크림 한 단계를 더 추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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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브랜드의 핵심 테스터인 셈이네요. 다소 광범위한 질문이

지만, 대표님이 생각하는 ‘Beauty’란 무엇인가요?

사람과 자연의 공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대표님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지녔나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개

인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결과물을 사회, 환경적으로도 

투영하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요. 에어비앤비 창업자 브라이언 체

스키Brian Chesky를 존경하는데요. 그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에어

비앤비 세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팀원들, 호스트들, 

에어비앤비를 경험하는 고객들. 매출을 일으키는 고객뿐 아니라 에

어비앤비와 관련된 모든 이와 더 좋은 가치를 나누는 걸 보면 감탄

이 나와요. 최근 코로나19로 에어비앤비 매출이 거의 80 퍼센트 

급감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이 만든 문

화가 빠른 성장과 회복으로 이어진 좋은 예시라 생각해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고 생각

하잖아요. 대표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사람들 말을 잘 듣는 것, 정말 잘 새겨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사람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 방법이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최대한 깊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건 참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죠. 그 마음을 모르고 싶을 때도 많고요. 마지

막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가까운 미래에 계획하고 있는 것

이 있나요?

로드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잃어버려서 못 타고 

있어요. 자전거에 다시 한번 깊숙이 빠져 전문적으로 타보고 싶어

요. 말 나온 김에 빨리 자전거를 사야겠네요. 출퇴근하기도 편할 테

고, 주말에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맘껏 달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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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을 고민하고,

응원하는 브랜드

아름다움

1.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함.

2. 모양이나 색깔, 소리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스럽고 좋은 느낌.

선티크

룰루랩

셀룸

내스타일

아임플라워티

마타

글
 육

호
수

‘아름다워지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부지런히 나와 주변을 살피고, 새로운 것을 배워 실천해

야 한다는 이야기다.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야 언제나 있었다지만, 최근의 뷰티 산업에서의 빠른 

변화는 문자 그대로의 피부를 느낄 수 있다. K-뷰티의 참신한 감성과 새로운 미적 기준의 최전방에는 항상 

한발 먼저 몸을 던져온 스타트업들이 있다. 새로운 아름다움의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브랜드,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더 잘 살피고 가꿀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브랜드 여섯 곳을 소개한다. ©
닥

터
앤

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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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케어에 필요한 모든 것 

선티크

선티크(노멀리스트) 대표 김명현

요.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피부 노화는 물론, 심하면 피부암

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평소에 선크림을 잘 사용하지 않

는 이유는 사용감이 좋지 않거나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기 힘

들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서 개개인의 피부 타입에 맞

는 제품을 출시하면 거부감없이 선크림 사용이 늘고 선케어가 생

활화되지 않을까 기대한 거죠. 요즘은 선크림을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남성분들의 사용량도 증가하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임헤어 선앤트리트먼트’ 제품은 모발과 두피에 사용하는 제품

으로 알고 있어요. 두피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야외 수영장 혹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후 머릿결이 푸석해지고 

상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머리가 물에 젖으면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이 평소보다 2~3배 높

아지죠.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모발과 두피 모두 자외선 차단이 

필요하고, 아임헤어 선앤트리트먼트는 이럴 때 필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선티크의 기술력은 무엇인가요?

선티크의 제품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자외선 차단 성분 ‘Suntiq

ue Natural UV Protection Ingredients’가 들어가요. 또한 여러 

가지 선케어 노하우와 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효과적인 선케어를 

돕고자 하죠. 그뿐만 아니라 선티크 홈페이지에서는 ‘Skin Circle’

이라는 피부 진단 테스트를 통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제안해

주는 툴을 제공해요. 이 툴은 누구나 경험해볼 수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진행하는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에도 선정되

셨죠.

맞아요. 작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크라우드펀딩형)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을 통해 저희 신제품 선쿠

션을 개발 및 생산하게 되었어요. 선쿠션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아

이템이었는데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

고, 크라우드펀딩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어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해외 진출 계획이 궁금해요.

최근 선티크 제품을 싣고 캐나다(코스트코)로 향하는 선적이 출발

했어요. 거래처로부터 ‘캐나다로 수출하는 한국 최초 선크림’이라

는 말을 들어서 더욱 뜻깊은 실적인 것 같아요. 올해는 북미 시장에 

기대가 커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선티크가 생각하는 ‘건강함’과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생기 있는 피부’ 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같은 외형과 내면의 

건강과 아름다움도 물론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를 1년 넘게 겪다 

보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자체가 건

강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선티크도 지금의 자리에서 선케

어를 개발하고 사람들의 일상이 자외선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건

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려고 해요.

앞으로 선티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품이라고 인

식되고 있죠. 선티크는 선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비포 선케어(기존 

자외선 차단제)에서 애프터 선케어(자외선에 의한 손상 케어) 영역

까지 다루고자 해요. 그리고 오직 바르는 화장품만 선케어라고 단

정하지 않고 ‘아임110g 초경량 우산’을 시작으로 자외선 차단 의

류, 선글라스 등으로도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할 예정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사람들의 소

중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노멀리스트

©노멀리스트

노멀리스트의 브랜드 ‘선티크’를 소개해 주세요.

선티크는 고객, 장소,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선케어 솔루션을 제공하

는 선케어 전문 브랜드예요. 선티크Suntique라는 이름은 선케어와 

부티크Boutique를 합쳐 만들어졌죠. ‘Suncare A to Z’라는 슬로건

으로 장소별, 상황별, 고객 피부 타입별 선케어 제품을 개발해 개인

에게 꼭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노멀리스트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2015년 설립 당시 기업명을 지을 때 브랜드명으로도 병행해 사용

하고자 했어요. ‘이 정도 기능에 이 가격이면 충분하지!’라는 콘셉

트로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노멀리스트Normalest라고 이름

을 지었어요. 노멀리스트는 최고와 다름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그

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중립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선티크는 26종의 선케어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현재 출

시된 제품들과 각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처음 저희가 선티크로 론칭한 제품은 총 6종이었어요. 선케어를 

세분화해서 개개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개발하기로 한 후 제품 디

자인 모티프로 삼은 것이 바로 ‘알파벳’이었죠. A부터 Z까지의 제

품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로, ‘I LOVE U’라는 알파벳 디자인을 새긴 

제품들을 공개했어요. BB 선스틱, 무기자차 선크림, 유기자차 선

크림, 혼합 선크림 등 선케어 제품이 이렇게나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구성으로 론칭한 거죠. 이후 헤어 

선케어, 민감성 피부용 선크림, 선 쿠션 등으로 꾸준히 제품을 확장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선케어 제품을 세분화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와 배경

이 궁금해요.

자외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런

데 아직도 선크림은 ‘물놀이 할 때 바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대부

분이더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일상에서 더 많이 자외선에 노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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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랩을 소개해 주세요.

룰루랩은 삼성전자 C-Lab의 스핀오프 기업으로 인공지능 AI 뷰

티 스타트업이에요. 뷰티 업계 최초로 비접촉식 인공지능 피부 분

석 솔루션 ‘루미니LUMINI’를 개발했죠.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하며 매년 전 세계 뷰티 산업

에서 피부 데이터 활용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루미니는 어떤 제품인가요? 

루미니는 비접촉식 영상을 통해 얼굴 전면을 스캔해 일곱 가지의 

피부 고민(모공, 피지, 홍조, 잡티, 주름, 여드름, 유·수분)을 분석

해요. 피부 데이터와 화장품 성분, 제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빅

데이터 알고리즘 기반으로 개인의 피부에 맞는 최적의 화장품 추

천 솔루션을 제공하죠.

시중에 있는 다른 피부 측정기와 루미니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센서를 작은 부위에 접촉해 상태를 체크하는 기존 피부 진단기기

와 달리 루미니는 영상과 특수 광光 기술로 손쉽게 얼굴 전체를 스

캔해 피부를 측정하는 차별성이 있어요. 얼굴 감지 센서와 알고리

즘을 통해 직원의 도움 없이도 피부 분석을 쉽게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특별한 점이죠.

루미니가 출시된 이후 소비자(기업)들의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피부 분석 솔루션은 뷰티 업계에서 룰루

랩이 최초였기 때문에 루미니를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뷰티 기업이 많았어요. 제품 출시 이후 국내외 뷰티 업체, 백

화점, 대학 병원 등에서 루미니에 많은 관심을 보였죠. 루미니를 도

입한 매장에서 피부 분석 기반으로 추천한 화장품에 대해 고객의 

만족도가 높고, 매출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룰루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CES>에서 3연속 혁신상을 수상했

어요.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뷰티 산업에서의 피부 데이터 활

용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대표적인 예는 두바이 타임스퀘어몰 유

어 뷰티 스토어 1호점 오픈을 들 수 있는데요. 매장을 찾은 방문객

의 90 퍼센트 정도가 인공지능 피부 분석 솔루션을 통해 추천받은 

K-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1호점의 성공을 

발판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최대 20호점까지 매장을 확장해 갈 예

정이에요.

나만의 피부 비서

룰루랩 

룰루랩 대표 최용준

해외 시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의 피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룰루랩 솔루션이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제품인 만큼 동

양인, 백인, 흑인 등 다양한 인종 및 나라를 구분해 측정할 수 있는 

자체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약 20여 

개국에서 피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이 개선되고 있어요.

루미니를 개발하며 특히 초점을 두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피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피부를 개선하는 기능에 초점

을 두었어요. 사용자의 피부 데이터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제품을 추천하도록 개발한 거죠. 또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혼

자 손쉽게 피부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피부 비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연구 과정에서 서울산업진흥원과도 인연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서울산업진흥원의 ‘AI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억 원

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2020년

엔 글로벌 IP 스타기업에 선정되어 지재권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SBA 서울 지식재산센터와 ‘대학-공공(연) 기술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ETRI,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및 인력채용 관련 협

의를 진행했어요.

이번 기회로 삼성전자 사내 벤처육성 프로그램인 ‘C-Lab 인사이

드’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간략히 소개 부탁드려요.

삼성전자 C-Lab 사내 벤처육성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C-Lab 인

사이드 과제들이 스타트업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C-Lab 연구 기간에 뷰티 시장은 규모나 전

체 매출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된 피부 데이

터를 수집할 수 있는 IT 솔루션이 없어 뷰티 시장의 성장과 관련 기

술 활용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C-Lab에 합류해 얼

굴 전면의 피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IT 솔루션을 제안하고 고

도화시키는 과정에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해 루미니

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후 화장품 회사와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좋은 시장평가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받아 

2017년 5월에 ‘룰루랩’ 독립 법인으로 창업하게 된 거예요.

최근 개발된 스마트 미러 ‘루미니 키오스크LUMINI KIOSK’는 어떤 

제품인가요?

‘루미니 키오스크 V2’는 스마트 미러 형태의 비대면 피부 분석 솔루

션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얼굴을 스캔해, 5단계 AI 

피부 분석 시스템을 바탕으로 나이 예측, 피부 분석, 화장품 추천, 

피부 랭킹 등의 다양한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죠. 현재 국내에서는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표적인 리테일숍에 도입되어 매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인공지능 피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룰루랩이 생각하는 ‘건강함’과 ‘아름다움’이 궁금해요.

아름다움이란 ‘건강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즉, 신체의 

건강함이 피부에 반영되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룰루랩에서는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다양한 헬스케어 데이터

를 기반으로 예측해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또한 ‘인류

가 질병으로부터 더 안전해지는 세상’에 다가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룰루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룰루랩은 올해 출시 예정인 소비자용 ‘루미니 PM’을 시작으로 피

부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라이브 커머스 등의 뷰티 콘텐

츠 및 서비스 사업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에요. MZ세대부터 X세대

까지 연령대에 따라 피부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B2C 뷰티 솔루션

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죠. 또한 룰루랩은 2023년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국내 대표 인공지능 피부 솔루션 기업으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룰루랩

©룰루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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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앤도러는 어머니와 딸이 함께 창업한 기업이에요.

피부를 연구하는 엄마와 딸이 함께 시작했기에 닥터앤도러Doctor and 

Daughter라고 회사명을 지었어요. 20여 년 넘게 피부 상담을 해오던 

엄마가 민감 피부를 가진 이들도 피부에 맞는 건강한 홈케어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화장품 전문가인 딸과 함께 비건 홈케어 브랜드 셀룸

을 론칭하게 되었죠.

최근 비건의 가치가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며 비건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 같아요. 

비건 화장품은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

는 화장품을 말해요. 채식주의 개념을 화장품에 적용하여 일상적인 

생활용품의 범주에서도 누구나 쉽게 건강한 비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확장한 거죠. 셀룸은 비건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영국의 비

영리단체 비건 소사이어티Vegan Society 기준에 맞춰서 전 제품에 동

물 유래 성분뿐만 아니라 GMO(유전자변이 생물)까지 배제해 만들고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목표액의 60배에 달하는 펀딩

에 성공해 상위 1 퍼센트 메이커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메이커 어

워즈’를 수상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펀딩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감사하게도 와디즈에서 많은 서포터분이 저희 브랜드와 제품에 만족

해 주셔서 2019년과 2020년에 2년 연속으로 뷰티 브랜드 중 유일

하게 메이커 어워즈를 수상했어요. 저희는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블라인드 테스트, 체험단, 고객 설문, 일

대일 인터뷰 그리고 주기적인 신제품 품평회와 고객 모임을 진행하

며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요. 그리고 제품의 개발 배경과 과정

에 대해 평소에도 꾸준히 SNS를 통해 소통하고, 제품을 소개하는 상

세페이지에도 이 제품이 고객의 어떤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고, 왜 그 

고민을 가장 잘 해결해줄 수 있는지에 집중해 설명하고자 하죠. 그리

고 고객 피드백에 대한 빠르고 친절한 대응으로 신뢰를 쌓아 다른 펀

딩보다 커뮤니티 댓글과 분위기가 활발한 것도 펀딩 성공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엄마와 딸이 만든 비건 홈케어 
셀룸 

셀룸(닥터앤도러) 대표 김다예 

최근 서울산업진흥원SBA의 크라우드 펀딩 지원기업에 ‘맞춤형 앰

플’이 선정되기도 했죠.

셀룸 맞춤형 앰플은 고객이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이 무엇보다 개인

의 피부 고민인 점에 착안해 서울대 출신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한 온

라인 피부 진단 결과에 따라 피부 고민 다섯 가지(모공, 속 건조, 탄

력, 색소, 민감)에 도움을 주는 강력한 성분들을 맞춤 배합해주는 제

품이에요. 2020년 3월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에 맞춰 

빠르게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선점하고자 서울산업진흥원의 크라우

드 펀딩 지원사업에 지원했고, 덕분에 맞춤형 화장품의 평균 펀딩액

인 300만 원 대의 5배 이상에 달하는 성과와 와디즈에서 매우 드문 

만족도 평가 5.0 만점을 달성해 시장 적합성과 제품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2021년 1월에는 이 맞춤형 앰플로 앵콜 펀딩을 진행해 전

보다 44 퍼센트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답니다(웃음).

다른 에스테틱 브랜드와 차별화된 셀룸의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기술 경쟁력은 지난 30년간 피부를 연구해온 닥터앤도러 엄

마의 피부과학적인 지식과 오랜 피부 상담에서 비롯된 고객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고 생각해요. 화장품이 피부에 줄 수 있는 최대

치의 이로움을 담아 피부 본연의 기능을 보조하면서 근본적으로 건

강해지는 데 도움을 주도록 피부 친화 성분과 천연 보습인자, 약용 식

물의 활성 성분들, 비타민, 오메가 영양이 풍부한 불포화지방산 등을 

시너지 나도록 배합했어요.

셀룸이 생각하는 ‘건강함’과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저희는 광고에서 볼 법한 완벽한 백옥 피부가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보단 비타민 C나 항산화제를 섭취하듯이 매일 

건강한 피부 습관을 실천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함이

라고 믿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셀룸 제품도 건강한 피부 습관과 

루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셀룸 전 

제품에는 홈케어 가이드가 명시되어 있으며, 간결한 세안 습관을 위

해 클렌저 또한 메이크업을 한 번에 지워주는 올인원 약산성 포뮬러

로 만들었죠.

제품 개발 과정에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실제 사용했을 때 체감할 수 있는 효과와 즐거운 경험을 줘야 한다는 

점이 항상 고민이에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좋은 성분으로 만든 제품

이라 하더라도 사용했을 때 불쾌하거나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요. 이를테면 많은 사람이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번

들거림이나 들뜸 등 불편한 사용감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거나

적정량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바르는 것이 기존 선크림의 가장 큰 문제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셀룸의 선세럼은 자외선 차단력은 기본이고 

‘바르고 싶은 사용감’에 주안점을 두어 가볍고 산뜻한 제형으로 개발

했어요.

고객들과 함께하는 모임인 ‘셀루머 딥토크CELLOOMER Deep Talk’

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셀룸은 론칭 이후 꾸준히 셀룸의 팬인 셀루머CELLOOMER들과 함께 

신제품 품평회이자 수다의 장인 셀루머 딥토크를 진행해왔어요. 이때 

8~15명가량의 셀루머가 모여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직 

개발 중인 제품이나 앞으로 셀룸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제품, 혹은 기

존 제품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3~5시간 정도 심도 있게 이

야기를 나눠요. 처음에는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시작한 모임인데, 셀

루머들이 한 번 모이면 셀룸이라는 공통 주제를 기반으로 피부 고민

과 홈케어 팁 등에 대해 수다꽃을 피우면서 일 년에 네 차례 이상 진

행하는 이벤트로 자리 잡게 되었죠. 셀루머 딥토크 때 고객으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후 일대일로 고객을 만나 인터뷰하는 자

리를 갖기도 했어요.

앞으로 셀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셀룸은 맞춤형 화장품으로 시장에 뛰어든 여타 회사와 다르게 일반 

비건 화장품을 먼저 론칭해 고객 기반과 브랜드 인지도, 유통 채널을 

단단히 다진 후 맞춤형 화장품에 도전했어요. 덕분에 탄탄한 재정과 

환경 속에서 맞춤형 화장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맞춤

형과 일반 화장품의 두 가지 라인을 유지하려고 해요. 현재는 맞춤형 

화장품 신제품과 비건 립밤, 미스트를 개발 중이에요. 비건 같은 가치 

소비 측면도 좋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화장품은 무엇보다 실

제 사용했을 때 좋다고 느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효과적인 홈

케어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고객의 피부 관리를 적극적으

로 도와주는 후속 케어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고자 해요.

©닥터앤도러

©닥터앤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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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스타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내스타일NESTYLE은 이미지 변환, 생성 등의 딥러닝 기술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세상에 스타일을 입히는 꿈을 꾸고 있어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결합된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은 그 첫 번째 단계 중에 있는데요, 가상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체

험해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내스타일의 가상 패션 체험 서비스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

세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 사진과 내가 입고 싶은 

옷 사진, 이렇게 2장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마치 실제 입은 것 같

은 사진을 생성해서 보내주는 기술이에요. 이를 통해 체험자는 자

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거나 온라인 쇼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쇼핑몰 사업자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반품을 줄이

고,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죠.

프로토 페이지에서 옷 입어보기 시험을 해본 소감은 ‘신기하다!’였

어요.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 기술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까요?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큰 고민은 사용자의 트래픽을 유도하는 일

이에요.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죠. 그 이후엔 큰 비용

가상 패션 체험 서비스

내스타일

내스타일 대표 이용균

을 들여 끌어온 트래픽을 자사몰 내에 더 오래 체류하게 만들고, 구

매 전환율을 높이는 것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가상 피팅 체험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어요. 또한 반품 문제도 줄일 수 있고

요. 확인해 보니 ‘이유 없는 단순 변심’이 반품 사유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사전 가상 피팅 체험은 이러한 이유의 반품

을 줄여주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자부해요.

내스타일의 개발팀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내스타일은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 AI대학원 연구실 기반의 스타

트업이에요. 원천기술개발은 카이스트 연구실 중심으로 공동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발팀은 컴퓨터비전과 딥러닝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카이스트 대학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희

망하는 인턴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희는 명함에 직급 대

신 ‘옷 잘 입는 남자’, ‘옷 잘 입고 싶은 여자’ 등 자신을 잘 표현하

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인터뷰 지면을 빌려 패션 분야에 

열정이 있는 연구원의 지원을 환영한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웃음).

비슷한 타사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내스타일의 특별한 장점은 무

엇인가요?

저희와 유사한 여러 패션 체험 기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매장

에 설치된 매직미러를 이용해 거울 위의 내 모습에 옷을 입어보는 

기술과 온라인에서 자신과 유사한 아바타를 생성해 옷을 입어보는 

기술이죠. 첫 번째 매직미러의 경우는 매장에 직접 가지 않으면 체

험해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아바타의 경우는 나와 체형

이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 체형과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다는 문

제가 있죠. 하지만 저희 기술은 온라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사진에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하면 즉시 실제 입은 것과 같은 가상 경

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내 머리 스타일

과 얼굴색을 누가 대신해줄 순 없잖아요. 

©내스타일

서울산업진흥원과도 협업하고 있다고요.

패션 산업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해 의류 및 패션 상권을 지원하는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뛸 듯이 기뻤어요. 저희같이 꿈

을 꾸는 스타트업에는 정말 좋은 기회였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규모 쇼핑몰들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산

업진흥원과 이런 좋은 협업을 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가상 피팅 시장의 현재와 전망은 어떤가요?

온라인 쇼핑 시장은 120조 원을 훌쩍 넘었고, 쇼핑몰 수도 대략 

200만 개 이상이에요. 2020년에만 해도 새로 문을 연 쇼핑몰이 

30만 개가 넘었죠.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생활 환경이 늘어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쇼핑몰 간 경쟁도 치열해지

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상 피팅은 여러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예요.

내스타일에서 제안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온전히 나를 고스란히 드러냈을 때 창피해하지 않는 당당함이라고 

생각해요. 화면 속 모델의 모습에 자신을 맞추어 상상하지 않고, 가

상체험을 통해 미처 몰랐던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았으면 해요. 내

스타일을 통해 패션 전문가가 아니라도 당당하게 해보고 싶은 패

션을 시도해보면 좋겠어요.

©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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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름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날아오름에서는 ‘아임플라워티Im Flower Tea’라는 브랜드로 꽃차를 만

들고 있어요. 저희 꽃차는 물 맑고 깨끗한 소백산 아래에서 식품의약

품안전처에 등록된 꽃으로만 직접 키워 재배하는데요, GAP 인증과 

HACCP 시설에서 제조한 100 퍼센트 수제 꽃차예요. 구증구포 형

식의 ‘9번 덖고 9번 식힘’을 반복하는 명품 꽃차죠. 

처음 차茶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방송 일을 하던 저에게 처음 차에 대해 가르쳐주신 건 저희 어머니예

요. 어머니는 이연희 꽃차 문화 연구원의 이연희 대표 선생님으로, 최

고의 교육을 선사하기도 하셨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차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어요. 10여 년 전 귀농을 하시겠다던 부모님이 집 앞마당에 

꽃과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고 엄마의 취미가 이렇게 사업으로 번창하

게 된 거죠. 최고의 꽃차 선생님이 매일 차를 내주시니 저도 자연스럽

게 차를 접하게 되었어요. 하나씩 배우면서 알아가는 과정 중에 저 또

한 주변 사람들에게 차를 하나씩 소개하기도 하고 좋은 취미를 공유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미모의 한 여배우가 저희 차를 마시면 진짜 공

주가 된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차를 소개하는 것 또한 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세계인들의 차는 

어떨까 싶어 베트남의 차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죠.

현재 날아오름에는 어떤 차가 있나요?

선물세트로 각기 다른 4종의 블랜딩 꽃차가 들어 있는 ‘꿈에 그린 꽃

차’, ‘임산부를 위한 꽃차’, ‘프리미엄 꽃차’가 있고요. 스테비아 잎차

만 따로 들어 있는 ‘신이 내린 몸매’가 있어요. 이렇게 총 4종이 주력

으로 판매 중인 상품이에요.

꽃차마다 우러나오는 색이 다른 것 같아요. 기존의 차가 가진 매력

에 꽃과 색의 아름다움이 더해져 즐거움이 배가 되더라고요.

꽃차의 색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무지개색을 띠는 꽃차가 유행하기

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레몬을 섞으면 색이 변하는 꽃차도 있어요. 

더 재미있게 꽃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요? 좋아하는 

색을 콕 집어서 그 색이 나는 꽃차를 마셔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

란색을 좋아해서 노란 국화 꽃차를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아임플라

워티의 ‘달콤한 사랑’에는 탐스러운 국화꽃이 가득 있는데, 향 또한 

꽃내음 가득하니 한 번 마셔보면 절대적인 힘에 이끌려 반하게 될 거

예요. 그리고 예쁜 다관이나 컵에 마시는 걸 추천해요. 꽃도 예쁘고 

다른 것도 예쁘면 기분이 더 좋아지니까요(웃음).

소백산 건강 꽃차 
아임플라워티 

아임플라워티(날아오름) 대표 강다영

꽃차의 포장 디자인에도 특별히 신경 쓴 것 같더라고요.

아임플라워티는 많은 분에게 선물용품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하

는 이에게 또는 감사한 이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선물할 수 있기 때문

이죠. 꽃차의 포장 디자인에는 마음을 예쁘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 아임플라워티의 예술적 감각이 들어갔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아임플라워티가 고급스럽고 차분함을 지녀서 귀한 대접

을 할 때 쓰이면 좋을 것 같아요. 

홍삼 꽃차의 경우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특허기술을 출원했다고요. 

맞아요. 홍삼은 물에 잘 우러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제조 기술을 활용해 홍삼을 우러나게 했는데요. 이것이 홍삼 

꽃차의 특허기술이기도 하죠.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미용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홍삼과 꽃차의 블랜딩으로 매일 내 몸을 챙기는 것도 나

를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겠죠. 

꽃차를 배우고 개발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차를 공부할 때도 정말 재미있게 공

부했죠. 하지만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남이 먹는 음식을 만들 때

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꽃

을 이해하고 식품을 이해하기 위해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꽃으로만 

생산을 하리라 다짐했어요. 또한 꽃차를 배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꽃 구매에도 앞장서야 겠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오늘도 

논문과 서적을 뒤지며 꽃차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이러다가 연

구실 귀신이 되는 건 아니겠죠(웃음)?

꽃차 농장 체험 속 ‘나만의 하나뿐인 꽃차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

더라고요.

내가 직접 키운 꽃으로 꽃차를 만들어보는 체험은 일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해요. 아이들과 함께 또는 혼자 조용히 오로지 꽃

들만 바라보며 보내는 시간은 여유와 힐링이 될 테니까요. 이를 위해 

혼자서 혹은 가족과 함께 캠핑하면서 꽃차 만들기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날아오름이 생각하는 ‘건강함’과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게 자신을 가꾸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건강함, 그리고 고급스럽고 우

아한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

각해요.

앞으로 날아오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세계 모든 사람이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

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꽃차 안

에 에너지를 힘껏 담는 거죠. 현재는 홍삼 꽃차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

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모든 이가 편안하고 쉽게, 예쁘고 아름다

움을 뽐낼 수 있게 제작하려고요. 선물하는 이와 받는 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임플라워티가 되고 싶어요. 

©날아오름

©날아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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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마타는 ‘당신을 위한 휴식처’라는 타이틀과 함께, 우리들의 일상에 

향기로움을 전하는 브랜드입니다. 마타와 함께하는 향기로운 시간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들을 느끼길 바라요. ‘마타’를 ‘맡아’

보세요.

요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향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것 같아요. 하지

만 아직 ‘향’은 제사와 같은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

식이 일반적일 텐데요, 향은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향기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지 사용하셔도 좋아요. 요즘 많

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나 작업실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죠. 짧은 시

간 안에 향기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주거든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

나 운동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같은 상황마다 제가 가장 몰입할 

수 있는 향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 사용하는 양을 생각해보

면 정말 제가 직접 사용하려고 마타를 만든 게 맞나 봐요(웃음).

어떤 공간은 그 공간의 향으로 기억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일상

공간에서 향이 가지는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공간의 향기가 인상 깊게 남아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하게 됐

을 때, 어디서든 그 향기만 있다면 그때 그 장소에서의 기억을 떠올

릴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자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 향기를 맡았던 

공간, 내가 좋아했던 분위기들을 잠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특정 

공간이 향기로 기억된다는 건 매우 대단한 일이에요. K서점 같이, 

많은 사람이 그 서점의 향기를 좋아해서 향 제품이 출시된 케이스

도 있죠. 그곳의 향기가 담긴 제품이 구매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그 

공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랑

을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타도 오프라인 매장을 내게 된다면 

많은 분께 사랑받는 장소로 기억되고 싶어요.

일상을 특별함을 더해줄 향
마타

마타 대표 민경구 

‘초록의 그늘’, ‘밤의 노래’와 같은 시적인 제품 이름이 눈에 들어

왔어요. 어떤 향일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제목들은 어떻게 지어

지게 되었나요?

인센스를 제작한 후에 일주일 정도 계속 사용해보면서, 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순간을 계속 상상해봐요. 이 향이 보여주는 장면이 낮

인지 밤인지, 숲인지 바다인지, 누구와 같이 있는지, 날씨는 어떤지

와 같은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서 가장 잘 맞는 옷을 찾아줘요. 문학

작품이나 영화, 노래 가사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아요. ‘밤의 노래’

의 제목과 스토리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동요 ‘작은별’을 연상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조향한 향료를 가지고 향 반죽을 만들어 선향을 만들어보면, 조향

한 향료와 선향의 향기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흔히 탑 노트라고 불리

는 향기들이 사라지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예요. 때문에, 그 과정에

서 처음 의도했던 향기가 인센스로 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마타의 제품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장 먼저 선보이고 있죠.

맞아요. 곧 21’ S/S 플로럴/머스크 계열의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SEOUL MADE》 15호가 나오는 4월이면 정식 판

매를 시작하고 있겠네요(웃음). 마타의 인센스 라인업이 늘어난 만

큼, 혼합형 제품인 ‘팔레트’도 리뉴얼 예정이에요. 이외에도 온·오

프라인을 종횡무진하며 다양한 협업 콘텐츠들을 보여드리고자 열

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처음 향을 접하는 분들에게 향 추천 부탁드려요.

가운데 대나무 심이 없는 ‘선향’으로 인센스 라이프에 도전해보시

는 건 어떨까요? 죽향에 비해 연기량도 적고 향도 부드러워서 초심

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적절하거든요. 마타에서 선보이고 있는 

인센스도 바로 ‘선향’인데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있

어도, 한 번만 사용하신 분들은 없다는 인센스이니만큼 어느 제품

을 고르셔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향기를 추천해 드

리면, 마타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341 겨울, 그리고 숲’을 맡아보

시길 바라요. 추운 겨울, 숲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코끝으로 들

어와 머릿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듯한 그 향기가 정말 좋거든요.

마타가 제안하는‘건강함’과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사실 마타의 로고를 보면 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MATTA를 

데칼코마니 형태로 펼친 모양이지만, 자세히 보면 위쪽 마타는 글

자의 모서리가 직각으로 된 데에 반해, 아래쪽 마타는 모서리가 전

부 곡선처리로 되어있어요. 작은 디테일로 우리의 외면과 내면의 

모습이 서로 균형, 조화를 이루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신체적, 정신

적 건강함이야말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마타는 그 건강함을 찾기 위한 매개로써 도움을 주고 있고요. 건강

함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아름다움은 그 과정에서 찾아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

지 작은 것부터 스스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간다면, 더욱 건강한 내

가 되어 아름다워질 수 있죠. 부디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마음을 가

다듬고, 온전한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본인만의 건강한 아름

다움을 찾을 수 있길 바랄게요.

마타의 앞으로가 궁금해요.

마타는 흔히 말하는 ‘절 냄새’가 아닌 향수와 같은 향기가 나는 제

품도 있다는 것을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요. 나아가 현재 얼마 남지 

않은 향방들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싶고, 사용자분들께도 힘이 되

어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어요. 향기로워진 

사람들의 일상 속에 마타가 좋은 기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마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마타

©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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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브랜딩 디렉터 

전우성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어떤 것에 아름다움을 느끼는지 묻는다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다

른 대답을 내놓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그

러나 그것을 자신만의 개성과 멋으로 나타내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너다움을 응원한다’고 말하

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당당하게 여길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다가올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며, ‘#너다움을응원해’ 캠페인을 진행했

던 전우성 브랜딩 디렉터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글
 오

지
수

  사
진

 제
공

 전
우

성
, 

스
타

일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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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다움을응원해

가장 자신다운 스타일을 
스타일쉐어를 통해 업로드하면 
그중 10명을 선정해 스타일 지원금과 
더불어 화보 촬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저 참여형의 캠페인이다. 
성별, 나이, 국적, 신체 조건을 불문하고 
1만 개가 넘는 스타일이 모여 화제를 낳았다. 
물론 이들이 모두 근사한 포부나 철학을 갖고 
캠페인에 임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나만의 멋진 스타일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각기 다른 개인의 이야기가 되어 와 닿았고,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CREATOR

브랜딩 디렉터 

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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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현재 가장 트렌디한 스타트업까지, 다

양한 회사에서 브랜딩 디렉터로 일해오셨어요. 브랜딩 디렉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브랜딩 디렉터라는 직함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

정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모습과 철학을 소비자에게 전달

하고, 그 브랜드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기획한다고 생각하

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네요. 꾸준함과 기다림이 필요한 어려운 일

이죠.

지금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죠.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네이버의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이에

요. 아름다운 한글 글꼴을 제작해 매년 한글날 무료로 배포하는 공익

성 캠페인이죠. 지금은 많은 기업에서 기업 폰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업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 캠페인의 네 

번째 캠페인을 담당했고, 한글 폰트에 친환경 개념을 적용해 폰트를 

사용할수록 잉크를 절약해주는 ‘나눔글꼴 에코’와 이 폰트를 기반으

로 다양한 용도와 디자인의 한글 문서 서식을 함께 배포하는 캠페인

을 진행했어요. 

스타일쉐어의 PB 브랜드 ‘어스US by StyleShare’, ‘#너다움을응원

해’ 캠페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스’는 베이식Basic 패션 아이템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전개하는 브

랜드예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과 컬러, 

소재를 토대로 제품을 만든다는 원칙이 있죠. 통상적으로 섭외하는 

패션모델이 아닌, 다양한 체형과 개성의 일반 유저들을 모델로 기용

한다는 점도 어스만의 명확한 차별점이에요. 론칭 이후 꾸준히 팬층

을 쌓아가고 있죠. ‘#너다움을응원해’는 ‘대한민국 스타일 공유 프로

젝트’라는 타이틀로 진행했던 브랜드 캠페인이에요. 총 3회를 진행

하면서 1만 개가 넘는 스타일이 모였죠. 

저 역시 ‘#너다움을응원해’ 캠페인이 꽤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

억해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모이면서 ‘나다운 것이 진정 아름다

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너다움을응원해’는 어떻게 기획

하게 되셨나요?

스타일쉐어는 커뮤니티로 시작한 브랜드예요. 이곳에서 나의 스타

일을 남들과 공유하고, 서로의 스타일을 칭찬해주면서 유저 간 유

대감이 형성됐죠. 이것을 기반으로, 자연스레 커뮤니티만의 독특

한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너다움을응원해는 바로 이 스타일쉐어

만의 독특한 문화와 브랜드 정체성을 더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캠

페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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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는 스타일쉐어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브랜

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멋진 스타일의 기준을 확장하는 것이었어

요. 멋진 스타일이란, 잘생긴 외모와 날씬한 체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나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자

신감에서 나온다는 거죠. 캠페인 이름을 #너다움을응원해로 정한 이

유도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메시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1만 개가 넘는 스타일 중에서 단 10명을 선정하기가 보통 일이 아

니었을 텐데요.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저희 예상보다 훨씬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중 

가장 자신다운 스타일을 선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다양한 선

발 기준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시했던 건 ‘자신감’이었어요. 어떤 스

타일로 자신을 드러내던 그 안에서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를 보

았죠. 또 하나는 ‘다양성’이에요. 나의 스타일이 남들과 얼마나 다르

고 개성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었죠. 하지만 기준을 

세워도 여전히 선정이 어려운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언뜻 봐도 정말 새롭고 참신한 스타일이 많았어요. 최근 들어 나만

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나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본 여러 참가자의 자신감, 그리고 그것을 패션

으로 표현한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 나만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순 없겠지만, 확실히 세상에는 내가 늘 보고 만나던 사람들보

다 훨씬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 캠페인을 통

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참가자가 있나요?

스타일쉐어는 10대와 20대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앱인데요. 남성분

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 연령대 측면에서도 30~40대는 물론 60

대 이상의 참가자분도 계셨어요. 또 마른 분부터 통통한 분까지 체형

의 스펙트럼도 넓었죠. 말 그대로 다양성의 끝을 보았던 캠페인이었

어요. 그중 기억에 남는 참가자분은 60대 남성이었어요. ‘고독한 카

우보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셨는데, 딸의 권유로 참여하셨다고 하

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으니까 더 자신감을 

얻어 그 뒤로도 다양한 스타일을 꾸준히 올리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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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듯하셨겠네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학생이었는데요. 패션 감

각이 정말 남달랐어요. 남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

일을 어필하는 모습이 멋있었죠. 이분 역시 많은 참가자와 유저들의 

호응을 끌어냈고, 이 캠페인을 통해 인연이 닿아 스타일쉐어에서 일

할 기회를 얻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하자면 플러

스 사이즈 모델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세상에 플러스 사이즈를 알

리기 위해 이 캠페인에 참여했고, 아직은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는 사

이즈지만 얼마든지 자유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용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디렉터님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다움을응원해 캠페인이 나만의 개성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스타일은 나의 개성

을 잘 보여주는 스타일인지, 그게 아니라면 나는 과연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등 그동안 충분히 고민해왔나 돌아보게 됐죠. 저

분들은 저렇게 자기 개성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본인의 스타

일에 담아내는데 말이에요. 조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남의 눈치 보

지 말고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더 당당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어요. 

수많은 고민을 통해 결국 나다운 순간 혹은 가장 나다운 스타일이라

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본능적으로 남들과 다른 것을 좋아해요. 아마 그게 가장 나다

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왠지 남들이 다 산다고 하면 사고 싶지 

않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하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

하죠. 남들과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현재까진 가장 저다운 스

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반면 시도해보고 싶은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스타일도 있으

신가요?

패션 스타일로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삭발과 타투. 둘 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 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론 이 벽을 깨면 다양한 시도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벽이 꽤 두껍네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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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저는 ‘Be Yourself’라고 새긴 타투가 있어요. #너다움

을응원해 캠페인을 영어로 ‘Be Yourself’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모

두가 나다울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1순위인 것 같아요. 내가 남들에게 어떻

게 보일지 걱정하는 게 나다움을 망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입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들이요. 타인

의 시선을 먼저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남이 원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

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제가 저에게 하는 말 같네요.

디렉터님은 두 딸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세상은 아직 여성들에

게 더 엄격한 미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라면서 자신

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가요?

아름다움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다움을응

원해 캠페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멋진 스타일의 기준이 멋진 외모, 

날씬한 체형 등 사회 통념이 요구하는 기준과는 달랐던 것처럼 말이

죠.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자신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타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한 인터뷰에서 브랜딩이란 그 브랜드만의 ‘다움’

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답하신 적이 있어요. ‘나다움’을 만들어가는 

데 서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남들과 나를 가장 차이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다’는 것은 

이것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를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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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통하는 아름다움

원씽 최유미·메리몽드 노혜수

파파레서피 김연경·톤28 박준수

더하기보다는 빼기를 거듭하며 본연의 미美를 발견하는 일. 똑똑하고 착하게 나를 가꾸는 방법들이 여기에 있다. ‘클린 

뷰티’ 열풍이 불고 있는 오늘,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조금 더 합리적이고 건강하게, 나를 

위한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것. 우리 모두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첫걸음을 내디뎌보자.글
 김

지
수

PEO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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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단 한가지

최유미 대표는 비싼 가격과 브랜드의 인지도보다는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직 한 가지 가치를 바라보며 
불필요한 요소를 걷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비싸고 좋다는 화장품을 마구 사들이며 
헤맸던 나는 돌고 돌아 원씽을 통해 해답을 찾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며,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아간다.

대표 최유미

원씽 

반갑습니다. 저는 원씽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이기도 한데요. 

요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잘 사용하신다니 감사해요(웃음). 원씽은 원물 자체가 주는 효능에 

집중하고 있어요.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지나치게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성분이 피부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좋은 재료를 찾고 올바른 

방법으로 추출해 원료의 특성과 효능을 최대한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지점이 많은 분의 피부 고민에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좋은 재료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점에 소비자로서 신뢰감을 가지

게 됐어요. 대표님은 이런 가치관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요? 원래

는 비누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원래 비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배 이사

님을 만나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원씽은 저와 배 이사님이 

공동으로 창업해 론칭한 브랜드예요. 배 이사님은 우연히 신문 기사

에서 화장품의 원가가 가격의 10 퍼센트 안팎이라는 기사를 읽고 

무언가 잘못됨을 느꼈다고 해요. 저희는 의아함을 품고 화장품 업계

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고가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에 사용되는 원료

의 가격과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불필요한 비

용은 걷어내고 꼭 필요한 가치에 집중해서 결국엔 소비자가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절약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무조건 고가 화

장품만이 좋다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싶기도 했고요.

©원씽

©원씽

소비자의 마음으로 의문을 품은 것이 시작이었네요. 제품을 제가 직

접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 만드는 과정도 궁금했어요.

원료의 원산지 선정과 원료 소싱, 추출 방식 등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저희 팀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생산한 제품들을 피부 무

자극 테스트, 비건 제품 인증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하게 소비자들

에게 전달하고 있죠. 패키징은 최소한의 비용을 위해 저렴한 제품

을 선택했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예요. 전 제품이 동물 

실험 없이 기획 및 개발되어 현재 원씽 제품 중 13종이 비건 인증을 

완료했고, 진행 중인 제품들도 있어요. 수분리 스티커 사용, 포장의 

간소화를 통해 친환경에 접근하고자 해요. 믿고 안심하고 사용하셔

도 좋아요.

저렴하고 깨끗하게, 효능까지 얻을 수 있는 삼박자를 고루 갖추기 위

한 대표님의 노력이 보여요. 그 과정에서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시작할 당시 제가 만들고 싶었던 제품의 방향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 큰 고민은 없었어요. 다만 과연 소비자들

이 우리를 알아주고 응원해 줄까 하는 걱정은 있었죠. 고민을 해결

하기 위해 일단 되든 안 되든 빨리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추진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순조로웠네요. 그다음은 어땠나요?

사실 진짜 고민은 그 후에 생겼어요. 제품을 만들고 파는 일엔 문

제가 없었지만, 고객분들을 상담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죠. 사람들

이 가진 각각의 피부 고민과 질문이 정말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처

음엔 모든 분의 니즈를 파악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상담하는 일

에 정말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웃음).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전반적인 운영이나 물류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전문 상담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 공인 맞춤 화장

품 조제 관리 자격증을 취득한 연구원을 참여시켰고, 국내와 해외 

주문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물류 업체와 계약하면서 차차 해

결점을 찾아갔어요.

소비자 편에 선 기획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상품 후기도 아주 많더

라고요.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리뷰가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정말 많은 리뷰가 있지만 그중에 기억에 남는 리뷰는 “이런 업체는 

정말 돈쭐내줘야 한다.”라며 재미있게 리뷰를 남겨주신 분이 떠올

라요. 평소 심각한 여드름 피부로 고생하면서 좋다는 제품 다 써보

고 피부과에도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효과를 보

게 되어서 놀랍고 기쁘다는 내용이었죠. 어떤 고객님은 꾸준히 사용

하면서 날짜별로 피부 컨디션이 나아지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올

려주시기도 했어요. 또,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

해 주시는 분들 있었고요. 따뜻한 피드백에 힘입어 일하고 있어요.

원씽 제품들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웠던 점이, 제품을 배합하는 방식

이었어요. 원씽 제품을 사용할 때 참고할 사항이 있을까요?

원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되었다 하

더라도 민감도는 개인차가 큰 편이에요. 반드시 패치 테스트 후 국

소적인 사용감을 체크한 뒤에 맞춤 활용하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겨

울철에는 보습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여름철에는 산뜻하고 진정 케

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계절감에 따라 제품 

배합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도 원씽을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대표님의 개인적인 목표와 원씽의 앞으로

가 궁금해요.

전 세계가 K-뷰티에 열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 기술

력은 세계적이고, 해외에 아직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

씽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사랑받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작년에 일본, 대만, 중국 등을 비롯

해 전 세계 20여 개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특별히 올해는 미

국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를 만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 중이랍니

다. 개인적으론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환경에 관한 고

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는 브랜드를 이끄는 사업가로서 사회

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하려 

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동시에 환경에도 일조할 수 있는 역

할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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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요. 역시 메리몽드는 키치한 색감이 돋보이네요. 화장품 업계

에 오래 몸담고 계셨던 대표님의 개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동심을 재해석해 소녀 감성을 자극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MZ 세대를 위해 트랜디하고 키치한 하이틴 감성을 지향

하는, 비건 색조 화장품을 만들고 있죠. 저는 여성들에게 늘 동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인 여성 중에는 시크하거나 모던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이 많지만, 어릴 때 갖고 놀던 귀엽고 아기자기한 인형, 

다이어리 등의 소품을 하나씩 간직하기도 하잖아요. 기분 전환을 할 

겸 종종 구매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동심은 만인에게 통한다

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중의 화장품은 대게 비슷한 모양

새를 하고 있더라고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어릴 때 선물 받으며 느

꼈던 설레는 감정까지 함께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스러운 패키징으로 승부하고 있지만 착한 성분을 추구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성분에 대한 대표님의 고민은 어떻게 시작

했나요?

메리몽드를 창립할 당시 저는 화장품 업계에서 상품기획개발과 교

육 업무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간 기초 화장품

은 성분을 중시하지만 색조 화장품은 성분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에 

늘 의문을 품고 있었죠. 저는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늘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

래서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에 성분까지 좋은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메리몽드를 론칭하기로 한 거죠.

©메리몽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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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성분은 보통 기초화장품 개발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메리몽드의 색조 화장품은 어떻게 다른지, 더 자세한 이야기

가 궁금해요.

단순히 귀엽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적인 외관만 눈을 끄는 것이 아니

라 제형, 컬러, 성분, 화장품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직접 신경 써서 개발했어요. 베이스 메이크업 제

품의 경우 온종일 피부를 덮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초 제품을 사

용해도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성분이 좋지 않으면 결국 피부에 좋

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메리몽드의 첫 제품은 ‘심쿵스틱 베이스 

메이크업 5종’이었어요. 전 성분이 EWG GREEN 1~2등급으로 이

루어져 있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20가지 주의 성분을 모두 배제한 

비건 지향 제품이에요. 시중의 파운데이션 중에 이렇게까지 좋은 성

분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죠. 이토록 착하고 좋은 성분만으로 구성되

면서도 커버력과 화사함, 지속력 모두 갖춘 똑똑한 제품이에요.

제품에 대한 대표님의 확신이 보이네요. 제품 개발 과정에서 메리몽

드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시장조사와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 꾸준히 노력해요. 트렌드를 읽

으면 소비자의 니즈가 자연스럽게 보이니까요. 기획 과정에서 직원

들과 요즘 시대의 새로운 이슈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

누고 있어요. 샘플 품평에도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죠. 제가 추구하

는 가치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이기 때문에 니즈를 파악하는 일에 가장 집중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

에 반응하듯, 최근에 출시된 메리몽드 슈퍼트임 펜 아이라이너는 론

칭한 지 한 달 만에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MZ 세대가 메이

크업을 할 때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건 눈이 커 보이는 트임 효과라고 

생각했는데요. 노하우가 없어도 아이라이너만으로 쉽게 할 수 있도

록 연구개발을 거듭했어요. 소비자들의 고민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

존에 없던 제품을 출시한 거죠. 자체 개발한 3호, 4호는 다른 브랜드

에서 볼 수 없는 컬러로 애교살이나 음영을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

운 브라운 컬러와 트임 효과를 줄 수 있는 맑은 핑크 컬러로 폭발적

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거기에 비건 성분을 고루 갖추고 있으니 많

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써 보고 싶어지네요(웃음). 대표님은 메리몽드를 통해 ‘메이크

업을 즐기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도 해요.

메리몽드의 Merry는 영어로 ‘즐거운’, Monde는 불어로 ‘세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운 세계’라는 테마로 다가가고 있죠. 말씀

드렸듯이 메리몽드의 주 타깃은 MZ 세대인데요. MZ 세대가 트렌디

하고 다양한 재미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어요. 심쿵스틱 파운데이션

은 하트 모양의 스틱으로 얼굴에 하트 모양이 도장처럼 찍히는 게 또 

하나의 재미기도 하죠. 많은 고객이 심쿵 스틱을 활용해 양 볼에 하

트 도장을 찍어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해요(웃음). 이런 점도 하나

의 유행이 되어 메이크업을 통한 재미와 즐거움을 준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화장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인 ‘스꾸(스티커 

꾸미기)’ 문화에 맞춰 체리하트 틴트 구매 시 메리몽드 일러스트 스

티커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순수한 놀이 문화를 제공하며 활발한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메이크업을 즐기는 마음은 단순히 자신을 꾸미는 활동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성인 이전에 화장을 하면 선생님과 

부모님한테 크게 혼나던 시대였어요(웃음). 요즘에는 10대의 과반

수가 메이크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할 만큼 메이크업이 커다란 문

화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어요. 선생님과 부모님들도 이제는 화장을 

못 하게 막기보다는 10대들의 화장 문화를 인정하고, 또 성장하는 

시기인 만큼 좋은 성분의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하길 바라요. 

우리는 이런 세대를 위해 처음 시작하는 화장 놀이의 재미를 더하고, 

선생님과 부모님이 추천하는 화장품, 올바른 10대 화장 문화를 선도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다양한 문화를 이끌며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이 메

리몽드를 통해 전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전에 메이크업과 퍼스널 컬러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대중

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여

성이 고유의 아름다움과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몸소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세운 슬로건이 ‘모든 여성

은 아름답고 세상은 아름답다.’이기도 해요. 저는 세상의 모든 여성

이 단점을 커버하고 보완하는 메이크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메이

크업을 통해 본인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찾고 그로 인해 행복과 

자신감이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메리몽드는 지금처럼 차별화된 디

자인과 좋은 성분을 담은 색조 화장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

에요. 재미 요소를 줄 수 있는 브랜드 굿즈도 함께 확장해 나갈 계획

이고요. 더 나아가 엄마와 딸이 함께 쓸 수 있는 기초화장품까지 확

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메리몽드의 다양한 행보를 지

켜봐 주세요!

대표 노혜수

메리몽드 

나에게 설레는 시간

민감성 피부를 가진 노혜수 대표는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계속하기 위해 
색조 화장 제품에도 착한 성분이 필요함을 느꼈다.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처럼 ‘재미’를 가진 메이크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다. 사랑스러운 색감, 톡톡 튀는 디자인,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그녀가 만든 메리몽드의 모든 컬러는 
화장으로 설레었던 그때 그 감정을 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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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레서피는 딸바보 아빠가 만든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죠. 창

립 당시의 스토리가 궁금해요.

파파레서피는 2012년 ‘아빠가 만든 화장품’에서 시작했어요. 심한 

건조증과 아토피, 태열을 가지고 태어난 첫째 딸 한별이에게 1 퍼센

트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성분이 첨가된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아빠이자 창업자인 김한균 대표가 방부제 없는 유기농 호호

바 오일을 직접 테스트해가며 첫 제품을 만들었죠. 아빠의 사랑 덕분

인지 한별이 피부는 깨끗하게 나았다고 해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

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딸바보 아빠가 만든 화장품으로 알려

졌어요. 당시 구매해준 고객들에게 손편지를 보내던 전통은 지금까

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넷째 우주에게 파파레서피의 호호바 

오일을 발라준다고 하네요. 

내 아이를 위한, 대표님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시작되었군요.

그렇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대표님의 고민 범위가 확장되었고, 

이제는 내 아이가 쓸 수 있는 화장품을 넘어 내 아이들이 살아갈 환

경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파파레서피는 좋은 원료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서 온다는 가

치관을 가지고 있죠. 대표님은 파파레서피가 가진 가치관을 일상에

서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지금은 가족들과 아예 제주도로 

가서 자연인처럼 생활하고 계세요. 매사에 진심이라 좀 피곤한 스타

일이죠(웃음). 트렌드에 민감하기도 해서 요즘은 클럽하우스에서 적

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아직 정해진 것은 많지 않지만, 만 평이 

넘는 땅에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파파레서피 브랜드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콘셉트, 제주 오피스 콘셉트, 창업자의 집이란 

콘셉트로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파파레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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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직원들을 모델로 내세우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표

님만의 특별한 가치관에서 비롯된 걸까요?

기초화장품 제품 페이지에 들어가는 모델 사진의 경우, 예쁜 얼굴과 

매끈한 피부, 보정이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우리 화장품을 쓰면 이렇

게 좋은 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

리 피부는 모델처럼 완벽하지 않잖아요. 파파레서피 브랜드와 제품

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좋은 피부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

고요. 촬영 방식과 모델을 보여주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어요. 완벽한 피부를 연출하고 보정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죠. 잡

티도 주름도 성별도 나이도 구분 없이 우리의 제품을 쓰는 사람에 집

중해서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피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

고 해요. 국내 뷰티 업계에서는 시도하지 않던 비주얼이라 낯설게 느

껴질 수 있는데 다행히 내부 구성원들이나 소비자분들이 많이 공감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파파레서피는 다양한 피부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에 탁월한 브랜드

이기도 해요.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촘촘한 제품 맵을 구축한 것이 매우 효과

적이었어요. 일반적인 트러블 라인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피부 타

입과 고민의 단계에 따라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죠. 원료를 기준으로 

지성 피부 화농성 여드름에는 티트리를, 수분 부족형 지성(수부지) 

피부 좁쌀 여드름에는 가지를, 짜거나 터진 상처에는 센텔라와 칼라

민을, 이미 생긴 흔적에는 블레미쉬를 제안하는 식이에요. 중요한 건 

성별, 연령대를 기준으로 제품을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10대

가 써야 하는 제품, 남성이 써야 하는 제품 이런 구분 대신 피부 고민

에 맞는 처방을 원료와 효능으로 제안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고객 

연령층이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해요. 예상외로 남성 고객 비율도 

높은 편이고요.

고객 층이 아주 다양하네요. 파파레서피는 빠르고 활발하게 성장하

고 있는데요. 브랜드가 나아가면서 대표님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

았을 것 같아요. 

아빠가 만든 화장품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가 파파레서피만의 

강점이지만 약점이기도 했어요. 어떤 브랜드 메시지를 던져도 아빠

가 만든 화장품만 기억하시더라고요. 브랜드가 커지면서 제품군과 

소비자 연령대가 점점 확장되었는데 ‘아빠가 주는 선물’, ‘딸바보 아

빠가 만든 화장품’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경우

가 생기는 거예요. 제품보다 브랜드 메시지가 더 강력한 것도 고민이

었죠. 그동안 점점 브랜드 색이 옅어지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진

짜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를 찾기 위해 구매 후기들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소비자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소비자들

은 브랜드 메시지와 별개로 트러블에 특효인 순한 제품, 합리적인 가

격, 친근한 소통, 진정성 때문에 파파레서피를 쓰고 계시다는 걸 알

게 됐죠. 아빠의 진심은 창업 스토리로 남기되, 우리가 추구하는 본

질과 철학을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대신 리필형 제

품 출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등 제품과 행동을 통해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번 호의 주제는 ‘나만의 아름다움’이에요. 조금 큰 질문이지만 대

표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외모나 피지컬적인 장점이라기보다 개인이 가

진 내면의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움의 영역엔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바르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파파레서피는 그

중에서 외면의 관리를 도와 내면에 자신감과 당당함을 주는 역할이라

고 할 수 있겠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책을 읽는 것처럼 

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나를 위한 자기 관리이니까요. 자

기 관리를 통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 외면과 내면의 조화가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파파레서피의 

미래를 상상해보면서 마무리해볼까요?

화장품 용기의 재사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캠페인을 준비하

고 있어요. 락앤락 밀폐 용기와 리필제품으로 구성된 리필 스타터 세

트를 4월에 선보일 예정이죠. 불필요한 용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리

필형 제품을 출시했고, 낭비와 가격을 함께 줄여 소비자들에게 최대 

60 퍼센트까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

기 위해 폐플라스틱PCR을 사용한 튜브 타입으로 용기를 바꾸는 중

이고요. 2025년까지 제품 패키징 전체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교체

하는 것이 목표예요. 파파레서피의 첫 제품이었던 호호바 오일도 5

년 만에 재출시할 예정인데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아동에게 기부하는 

캠페인을 준비 중이에요.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에 도움이 되는 캠페

인들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환경을 제안하고 싶어요.

프로젝트 매니저 김연경

파파레서피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내 아이, 내 가족을 위한 일엔 진심일 것이다. 
파파레서피의 창업자 김한균 대표는 한 가지 관심사가 생기면 
끊임없이 파고드는 행동파다. 화장품에 대한 
그의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뤄진 파파레서피의 진심은 
이제 더 많은 사람과 세상을 향하고 있다. 
속도를 줄이더라도 제품과 브랜드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며 
언제나 따스한 마음으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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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준수

톤28

행동하는 내일의 바를거리

“우리는 자연을 통해 ‘힐링’을 얻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연에게 ‘힐링’을 줘야 합니다.” 
톤28의 박준수, 정마리아 대표는 화학 화장품 성분 속 알레르기 반응을 
발견하면서 천연 화장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자연과 생존에 대한 고민으로 탄생한 톤28. 
환경을 위해 걸음 하는 브랜드로 더욱 단단해져 간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화장품 회사’라기 보다 ‘환경과 나를 위해 행동하는 

브랜드’로 기억되길 바라는 톤28 대표 박준수입니다. 공동 대표인 

정마리아 대표는 수년간 화장품 개발을 해왔던 업계 전문가였어

요. 당시의 저는 LG전자에서 UX 디자인을 맡아 데이터를 기반으

로 소비자 조사를 10년 가까이 진행해왔는데요. 그때 1년에 버려

지는 플라스틱으로 2억 마리의 동물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우연

히 접하고 어쩌면 자연에게 인간은 바이러스일 수 있겠다고 생각

했어요. 환경에 관한 많은 고민을 품고 톤28에 합류하게 됐어요.

그중에서도 어떤 고민이 가장 컸나요?

생존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당시엔 지금부터라도 인류의 생존을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도 있었죠. 개인의 노력

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렵다고 보았어요. 제품을 많이 생산

하고 판매하는 커다란 기업이 매출보다 환경을 우선시한다면 자연

을 위한 의식 변화의 속도를 빨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을 위하는 대표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톤28의 ‘맞춤구독서

비스’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정마리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앓았던 피부고민에서 시작했어요. 

정 대표님은 어느 날 갑자기 화학성분이 불어온 알레르기 반응을 

겪으며 좋은 성분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그

렇게 톤28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맞춤구독서비스로 소비자분들

께 신선한 제품을 전해드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죠. 구독 서

비스는 우리가 생각한 톤28의 정신이자 핵심가치예요. 무 화학 방

부제와 천연 성분을 그대로 빚어냈으며, 기후 빅데이터를 기반으

로 매달 변하는 피부 상태에 맞게 다양한 ‘바를 거리’를 배송하는 

미래형 화장품 구독 서비스죠. 우리는 톤28이 가장 가성비가 뛰어

난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도 성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

지 않고 있어요. 그 점이 맞춤구독서비스를 통해 확연히 드러내고 

있고요.

자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네요. 환경을 생각하는 브

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환경을 위하면서 파타고니아처럼 성공한 브랜드가 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이예요. 종이 용기를 개발할 때도 단순히 용

기를 개발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성분이 종이와 만

났을 때 이상반응이 없는지 다양한 인증 실험 연구를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생기기도 했어요. 사소하게는 매장에서 

종이 용기가 플라스틱 용기처럼 서있지 못한다고 컴플레인이 들어

오기도 했고요. 작년 3월엔 창고에 천정에서 물이 터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어요. 모든 제품이 물에 잠겨 종이 용기의 특성상 재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그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어요. 요즘도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들이 닥쳐오고 있는데요(웃음). 저희가 추진하는 브랜드의 핵심가

치를 믿기 때문에 5년째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

을 통해 치유받았던 만큼, 이젠 사람도 자연을 돌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 해요.

대단해요. 불편함이 환경을 살린다는 카피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문장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나요?

지금까지 수백 년간 편리함을 위해 모든 서비스와 산업이 발전을 

해왔어요. 산업혁명 시대에 자동차의 발명이나 지금의 배달 서비

스 앱까지, 인류의 편리함에만 초점이 맞춰서 세상이 변화해 갔죠. 

저는 오늘 날이 인류가 크게 변해야 할 ‘환경 혁명 시대’라고 생각

해요.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아주 오

래된 관념을 깨뜨리고 싶어요. 환경을 위해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의 안전이 곧 우리

의 안전이니까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모두가 소비자로서 선택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는 불편

함의 시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환경 혁명 시대’라는 말이 좋네요. 지금은 모두가 나만의 아름다

움을 찾아가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름다움의 사전적 의미는 조화로움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

움은 ‘나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아

름다움이에요. 나만을 위한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나와 나를 둘

러싼 환경까지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톤28이 정의하는 아름다

움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주변에 해를 끼친다고 해

도 지나치기 마련이죠. 하지만 나와 나의 주변 그리고 환경까지 아

름답게 만드는 사람에겐 그 잔향이 참 오래 남는다고 생각해요. 톤

28과 진정한 아름다움의 힘을 같이 만들어가면 어떨까요(웃음)?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환경을 

위해 행동하는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생긴 대표님의 개인적인 목표

도 궁금해요.

톤28의 핵심 가치는 행동이에요. 회사 내부 슬로건 또한 ‘행동하

는 내일의 바를거리’이며 모든 활동은 이 슬로건을 바탕으로 판단

하고 결정하고 있어요. 요즘은 환경에 대한 가치나 행동들이 마케

팅의 수단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결국 미래에 

환경이 마케팅적 도구로서 매력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또 다른 수

단을 찾을 거라고 예상되니까요. 톤28은 환경을 위한 행동을 ‘수

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자고 다짐하고 있어요. 올해는 더욱

더 말을 통한 마케팅보다 본질을 의미하는 행동을 앞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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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에 힘을 더하기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세대별 아이템 6가지

세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의 공감을 자아내는 2021 뷰티 키워드는 ‘건강한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에 힘을 싣는 비결이라 함은, 소비하는 마음가짐부터 물건을 선택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하지만 눈길이 머물고 손이 가는 아이템에는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기 마

련이다. 우리네 또래의 뷰티 트렌드부터 부모님, 동생 세대의 트렌드까지 X, Y, Z세대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아이템 6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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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스푼

X세대
INNER BEAUTY

피부스푼

스마트 스패츌러_스푼 SPUUN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이들의 공통점을 꼽자

면 자신감이 아닐까. 자신을 돌보고, 자부심을 키워나가는 사람들

에게서는 긍정적인 힘이 느껴진다. 자신감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이

라니, 언뜻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똑똑한 홈 케어 디바이스 스푼이 

도와줄 것이다. 

피부스푼은  ‘화장품을 손으로 바르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물음에

서 출발했다.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얼굴이 아닌 손에 흡수될 뿐 아

니라, 손에 있던 균이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1초에 100만 

번 진동하는 스푼은 손으로 화장품을 바를 때보다 흡수율을 26 퍼

센트나 높여준다. 또 얼굴에 직접 닿는 바이오메탈 헤드는 알레르

기 프리 소재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작고 아름다

운 기계의 똑똑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놀랍게도 제품 하단을 

볼에 대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유수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상

중하 3단계로 표시되는 LED 표시등을 보고 오늘 피부 상태에 꼭 

맞는 화장품을 스스로 처방해 피부를 더 세밀하게 관리해보자. 

무엇이든 많이 하고, 많이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시대다. 화장품 

역시 아무리 바꾸고, 더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

부 개선이 어려운 법. 화장대 위의 작은 변화가 피부도, 나를 돌보

는 마음가짐도 속부터 탄탄하고 아름답게 채워줄 것이다. 

H. spuun.co.kr

닥터메이트 
리버오브마이라이프

조금만 과로해도 피로가 온몸

을 덮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

음을 실감한다. 운동을 소홀히 

하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서둘

러 영양제를 검색해보지만, 투

박한 약병에 담긴 영양제에는 

도통 마음이 가질 않는다. 게

다가 어떤 성분이 좋을지도 아

리송하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찾는 X세대가 점점 많아지는 요즘, 

활기찬 YOUNG 40 대열에 합류하고 싶다면 닥터메이트에 주목

해보는 것은 어떨까. 토털 웰니스 솔루션 브랜드 닥터메이트는 일

상 속에 스며든 제품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을 넘어서, 건

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닥터메이트는 간 

건강 전용 영양제 ‘리버오브마이라이프’로 한 번뿐인 인생의 하나

뿐인 간을 튼튼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그것도 유쾌하게 말이

다. X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밴드 퀸Queen의 노래 ‘Love Of 

My Life’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은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영양

제의 이미지를 깨고, 건강을 위한 경쾌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단순

한 기능 식품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 오브제로 느껴지는 직관적이

고 세련된 디자인은 사무실 책상, 부엌 테이블 등 어디에나 깔끔하

게 어우러진다. 곁에 두면 눈에 잘 들어오고, 눈에 보이면 잊지 않

고 챙겨 먹게 되는 법. 

리버오브마이라이프의 주요 성분인 홍경천 추출물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

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그에 더해 간 건강에 효과가 탁월

한 밀크티슬 추출물, 각종 비타민B 성분까지 함유해 균형 잡힌 컨

디션 유지를 돕는다.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는 가뿐함을 느

껴보길. 

H. drmate.co.kr

©닥터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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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세대
LESS STRESS

르셀르

간편 맞춤 애드온 샴푸

무엇이든 내게 꼭 맞는 제품을 선호하는 Y세대.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색을 찾는 퍼스널 컬러 진단부터 취향을 가득 담아 직접 만

드는 조향 클래스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이지만, 어쩐지 샴

푸만큼은 선택의 폭이 좁은 것 같아 아쉬움을 느꼈다면 주목하자. 

불어로 ‘단 하나’라는 의미인 브랜드 르셀르는 맞춤 설문을 통해 

생활 습관, 두피 고민, 모발의 상태 그리고 좋아하는 향까지 반영한 

나만의 맞춤 샴푸를 제안한다. 

힘없는 모발과 적은 숱으로 인한 고민부터 잦은 펌이나 염색으로 

손상된 머릿결에 생기를 주고 싶다는 고민까지, 르셀르는 한국인

의 가장 보편적인 헤어 고민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하지만 내 고

민이 이 다섯 가지 안에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길. 르셀르만의 맞

춤 진단은 섬세하고 친절하다. 진단을 도와줄 AI 앤Anne이 상세한 

질문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샴푸가 무엇인지 알려준

다. 다음 단계 역시 중요한데, 바로 향을 고르는 것이다. 기능성 샴

푸는 향이 좋지 않고, 향이 마음에 드는 샴푸는 고민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해 선택을 망설였던 이들에게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으

리라. 프랑스 조향 스쿨 출신의 조향사가 촉촉한 새벽 공기를 연상

케 하는 뮤게, 장미꽃 정원의 향을 담은 플로레트, 연꽃잎의 생기가 

느껴지는 이네스, 나무의 깊은 향이 마음과 코끝을 감싸는 라번 등 

특별한 네 가지 향을 선보인다. 이후 패키지에 레터링을 할 이름까

지 입력하고 나면 나를 위한 선물이 완성된다. 

구매를 위한 단계부터 머리를 감으며 누리는 나만의 시간까지, 르

셀르는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은 소비 경험을 선사한다. 비록 그 

차이는 작을지 몰라도, 나에 대한 존중이 더해진 물건이 주는 편안

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H. le-celle.com 

조스라운지

애프터눈 티 파자마 세트와 애프터눈 티 원피스

최근 Y세대의 관심사는 데일리 룩, 운동복을 넘어 홈 웨어까지 도달

했다. 편안해도 예쁠 수 있다는 Y세대의 신념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상황이 맞물려 더 큰 시너지를 낸 것. 하지만 디자인에만 

충실한 홈 웨어는 거칠거칠한 촉감이나 불편한 핏 등으로 인해 가

장 편안해야 하는 잠옷으로서의 기능을 놓치기 일쑤다. 모던하지만 

편안한 홈 웨어를 시도해보고 싶었던 모든 이에게 조스라운지의 파

자마를 추천한다. 

애프터눈 티 파자마는 완연한 봄을 닮았다. 채도가 낮은 초록빛 꽃

무늬가 가벼운 코튼 원단에 프린트된 것을 보고 있자면 눈과 마음

이 쉬어 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 코튼 원단이 살갗에 닿는 느낌 역

시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여성용 애프터눈 티 원피스에는 레이스 카

라 디테일이 더해졌는데, 끈 리본으로 네크라인을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허리선이 들어가지 않은 릴랙스드 핏과 성인 여성의 무릎

을 충분히 덮는 기장이 활동성을 보장하고, 원피스 밑단의 주름 디

테일은 디자인에 멋스러움과 무드를 선사한다. 남성용 애프터눈 티 

파자마 세트에는 베이비 핑크 컬러의 파이핑이 추가되어 산뜻함이 

물씬 느껴진다. 

좋은 옷의 기준은 모두 다르겠지만, 조스라운지의 목표는 명확하

다. ‘입기 편하면서 예쁜 옷’이라는 확고함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홈 웨어는 없다. 이번 주말에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홈 웨어를 

입고 볕이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아름다운 여유를 즐겨 보는 것은 어

떨까. 주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가장 간편하고 따뜻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H. joslounge.com

©르셀르

©조스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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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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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이드 뷰티

아이 팔레트와 치크 블러셔, 매트 립 라커

일명 ‘틱톡 세대’로 일컬어지는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숏폼 

콘텐츠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메이크업이 숏폼 콘텐

츠 플랫폼에서 커다란 인기를 끄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특별

한 ‘나만의 메이크업’에 대한 Z세대의 관심이 더욱 폭발하고 있다. 

이런 Z세대가 주목해야 할 올해의 컬래버레이션은 바로 서울을 닮

은 콘텐츠를 만드는 서울메이드와 K-뷰티의 혁신을 이끄는 코스맥

스의 만남. “힙한 서울의 매력으로 전 세계와 소통한다.”라는 메시

지 아래 ‘서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곳의 핫 플레이스, 홍대, 

북촌, 가로수길이 색조 화장품으로 재탄생했다. ‘젊은이들의 거리’

로 유명한 홍대는 상큼한 오렌지 컬러와 닮았다. 언제나 생기 넘치

는 홍대에 갈 때 추천하는 메이크업은 바로 홍대 오렌지 제품을 활

용한 ‘과즙 메이크업’. 포인트 오렌지 컬러와 쉬머 펄로 아이 메이크

업에 포인트를 주고, 양 볼에 블러셔를 얹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상

큼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햇살 좋은 오후를 연상케 하는 북

촌은 로맨틱한 핑크 컬러와 잘 어울린다. 이번 주말, 북촌에서의 데

이트를 계획 중이라면 사랑스러운 핑크 계열의 메이크업에 브라운 

음영을 더해보길. 마지막으로 고혹적인 정석 레드가 끌리는 날엔 

가로수 레드 컬러를 활용한 메이크업을 하고 가로수길에 가보자. 

눈가와 뺨을 물들인 채도 낮은 붉은색이 차분한 듯 눈길을 끌고, 볼

드한 레드 립은 세련미를 더해준다.

전 세계적으로 큰 열풍인 K-뷰티에 서울의 색을 입히는 것만큼 고

유하고 특별한 메이크업이 또 있을까. 나아가 톡톡 튀는 세 가지 색

을 활용하는 수많은 방법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메이크업으로 

자신을 알리고, 또 서울을,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은 모든 이에게 서

울메이드 뷰티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H. seoulmade.com

체이싱래빗

피스 러브 그루브 클렌징 바

멋지게 꾸미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클렌징. 온종일 먼지와 피로

에 지친 피부를 다독여줄 클렌징 제품을 고르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피부의 건강을 위해 단계별로 클렌징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사다 보면 어느새 엄청난 부피의 플라스틱 용기들이 욕실을 점령해

버리기 마련. 제품의 패키지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더해지면 나를 

깨끗이 하는 행위가 환경에 해를 입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곤 

한다. 

이렇듯 ‘잘 닦아내는 것’을 고민하는 Z세대에게 체이싱래빗은 ‘몸과 

마음의 진정뿐 아니라 환경까지 이롭게 하는 클렌징’이라는 메시지

를 던진다. 체이싱래빗의 모든 제품은 건강과 환경에 모두 무해하다. 

특히 피스 러브 그루브 클렌징 바는 식물성 오일만을 사용해 세안 

후에도 땅김 없이 속부터 촉촉한 피부를 선사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 비누의 거품이 환경에 악

영향을 주지 않고, 동물실험 역시 일절 없다. 지속 가능성에 주목해 

플라스틱이 아닌 사탕수수 성분으로 패키지를 제작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패키지에 직접적인 프린팅을 하지 않은 점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 그러면서도 놀랍도록 아름답다는 것이 피스 러브 그루브 

클렌징 바의 가장 큰 매력. 알록달록한 파스텔톤의 컬러 마블은 핸드

메이드라는 특성상 제품마다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 더욱 아름답다. 

각각의 모양이 달라도 저마다 매력적인 것이야말로 Z세대가 추구하

는 미의 기준이자, 가장 자연과 닮은 모습이다.

작은 행동, 소비의 변화가 과연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의

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연의 커다란 흐름에 속

해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을 위하는 길이 

바로 나를 위하는 길 아닐까. 아름다움을 좇는 마음에 체이싱래빗과 

함께 아름다운 행동을 더해보길. 

H. gochasinrabbits.com 

©체이싱래빗

©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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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모으고 모아

뷰티 대백과사전

클린 뷰티, 미니멀리즘, 퍼스널 컬러 등. 세상에는 ‘아름다움’을 형용할 단어가 무한대

로 늘어났고, 그 범위도 한층 더 넓어졌다. 사람들에게 많이 쓰이는 단어부터 ‘이런 단

어도 있었나?’ 싶은 단어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A to Z를 소개한다. 글
 김

채
은

C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되는 증강현실AR 기술이 

뷰티 업계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카메

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메이크업 필터

를 손쉽게 입혀 볼 수 있고, 나와 어울리는 눈썹 

형태, 화장품 컬러 등을 추천받을 수 있다. 이제 

매장을 찾아가 눈으로 보고, 직접 발라보며 구매

하던 시대는 지났다. 언제 어디서든 체험할 수 있

는 뷰티숍이 손 안으로 들어왔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기계는 순식간에 내 피부의 유수분을 

측정하고, 히어로 영화에나 나올 법한 LED 마스크 기계는 손으

로 바를 수 없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영양을 공급한다. 어

느 순간 급격하게 성장한 최첨단 IT 기술과 접목한 뷰티 기기가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기 시작했다.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

도 집에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뷰티 테크는 점점 더 발전할 

예정이다. 

제품 성분과 친환경 패키지, 기업 윤리 등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뷰티 트렌드를 뜻한

다.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클린 뷰티를 지향

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레 그 니즈를 채워주고자 하는 다

양한 브랜드가 새로 탄생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은 결국 큰 변

화로 돌아오지 않을까?

Beauty Tech

뷰티 테크

Clean Beauty

클린 뷰티

ⓒ
dr

ib
bb

le
ⓒ

LG
 프

라
엘

ⓒ
G

ET
TY

 IM
AG

ES

A AR Beauty

증강현실 뷰티 서비스

B

KEYWORD



S
E

O
U

L
M

A
D

E
8

0 8
1

K
E

Y
W

O
R

D

D

H

I

K

F

G

E

J
피부라는 뜻의 ‘Derma’는 일상 속 화장품에서 많이 마주했을 법

한 단어다. 주름 개선, 노화 방지 등의 인위적인 관리보다 본래의 

피부를 치유하고 가꾸는 문화가 생기면서 클렌징 제품, 스킨케어 

제품에 더마Derma라는 단어가 표기되기 시작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홈 케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용실 대신 셀프 

미용 기기를 사용하고, 헬스장에 가는 대신 유튜브를 활용해 운

동하는 등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오롯이 혼자만의 힘으로 관리하

기에 뿌듯함과 만족도가 높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

졌다. 화려한 색감의 화장품을 사용하기보다는 피부 속 본연의 

건강을 찾기 위해 비타민, 콜라겐 등의 영양제를 섭취하며, 스트

레스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 등 

마음을 단련할 공간을 찾는 비율이 높아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명한 화장품에 속하는 범위는 ‘글로벌 뷰

티 브랜드’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미용 산

업이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K-뷰티’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여러 국가에서 한국 뷰티 브랜드를 원하고 있다. 앞으로 

K-뷰티는 타 글로벌 브랜드보다 경쟁력이 강화되어 더욱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체력을 다지기 위한 피트니스가 아름다운 

페이스 라인을 위한 ‘페이셜 피트니스’로 재탄생했다. 더불어 페

이셜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 페이셜 체육관Facial Gym과 전문 자

격을 갖춘 페이스 트레이너Face Trainer도 있다. 페이셜 피트니스

를 통해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얼굴 근육을 움직이기에 자연스러

운 표정은 덤으로 찾아온다. 

이제 ‘아름다움’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

니다. 여러 방식으로 꾸미는 남성의 비

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많은 뷰티 브랜

드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젠더 뉴트럴 제품을 출시하고 있

다. 성별의 구분보다 자기 스스로 아름

다움의 가치를 중시하고 마음껏 표현

하는 것이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다.

내 마음에 귀 기울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취향 등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가 되었

다. 각자 자신의 적극적인 표현 방식은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

고, 응원하는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금과 은, 대체로 두 가지 선택지뿐이던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

구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고 있다. 계절에 따

라 비즈, 실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디자인 또한 각자의 취향에 맞

게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도 많이 생기는 추세다. 

Derma

피부

Home Care

홈 케어

Inner Beauty

이너 뷰티

K-beauty

K-뷰티

Facial Fitness

페이셜 피트니스

Gender Neutral

젠더 뉴트럴

Express

표현하다

Jewel

장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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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다 조직의 문화와 가치관에 맞춰 생활해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개개인이 생활 방식, 행동 방식, 사고방식 등 생

활의 모든 부분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기 인생은 스스

로 설계하고 결정한다는 기준점이 더욱더 확고해지면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문화 키워드 ‘미니멀리즘’이 

생활과 뷰티 브랜드에 접목되면서 범위가 더 넓어졌다. 누군가에

게 인정받기 위해 불필요하고 과하게 꾸미는 모습보다 ‘가장 나

다운 모습이 아름답다’는 미니멀리즘 의식 아래 진짜 내 모습을 

찾아 보는 건 어떨까?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손 소독제, 구강용품 등의 바이러스 프

루프Virus-proof 제품 수요가 높아지면서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

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

사람의 피부톤을 넓게는 웜톤과 쿨톤으

로, 좁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로 구분해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찾

게 도와주는 색채학 이론이다. 퍼스널 

컬러는 유행을 좇지 않고 나와 어울리는 

색조 화장품과 옷, 액세서리 등을 선택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요즘, 하나를 하더라도 ‘퀄리티 타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직장 혹은 학교에서 보

내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퇴근 및 하교 후 ‘나의 시

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으로 행한다.

사소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리추얼’은 자신만의 의식, 약

속이라는 뜻이 있다. 리추얼은 ‘습관’이라는 단어와 유사하지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습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

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대하기 위해 하나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

하고, 그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의식, 즉 리추

얼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스킵케어는 복잡하고 화려한 메이크업 단계를 최소화하고, 꼭 필

요한 제품만 바르는 피부 관리법을 의미한다. 그 과정을 통해 피

부에 닿는 자극을 줄이고, 화장품 구매에 사용하는 불필요한 지

출을 절약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사람이 실행하고 있다. 

‘Outfit Of The Day’의 준말인 오오티디는 오늘 혹은 특정 상황

에서 입은 나의 옷차림을 뜻한다. 내가 직접 선택하고 착용한 의

상 조합을 오오티디라는 키워드를 통해 누군가와 공유하는 문화

는 내 취향과 나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찾게끔 도와준다. 

Lifestyle

라이프스타일

Minimalism

미니멀리즘

No-harm

유해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Personal Color

퍼스널 컬러

Quality Time

귀중한 시간

Ritual

리추얼

Skip-care

스킵케어

OOTD

오오티디

R

SPRING

AUTUMN

SUMMER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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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뷰티 브랜드는 보편적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

품보다는 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맞춤형 제품을 많

이 출시하고 있다. 내 피부에 맞춘 성분, 내가 좋아하는 향

기 등 기성 제품을 세분화해 차별성을 부여하는 테일러드 

뷰티는 초개인화 시대에 걸맞은 트렌드다. 

웨어러블 기기가 초반에 등장했을 때는 단순히 스마트폰과 ‘연

결’된다는 장점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헬스케어 

기능과 결합되어 신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력 활동을 보조하며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웨어러블 테크의 멋있는 디

자인과 실용적인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건강한 삶

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Extra Large’의 준말인 엑스라지는 의류처럼 몸에 착용하는 물

건의 큰 사이즈를 말한다. 과거에는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며 작은 

사이즈만 판매하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큰 사이즈 의류를 위한 

플러스 모델Plus Model이 생기는 등 ‘날씬함이 예쁜 것’이라는 잘못

된 편견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You Only Live Once’의 준말로, 하나뿐인 인생을 뜻한다. 자신

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시한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단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자

기 자신을 위해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한다.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제로 웨이스트.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뷰티 브랜

드에서 제품 포장부터 패키지까지 신경을 쓰는 등 환경을 진심으

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남들이 다 하는 유행을 무조건 따라 하는 대신 나만의 고유한 개

성을 찾는 일이 중요해졌다. 스타일쉐어의 #너다움을응원해 같

은 나만의 스타일을 세상에 공유하는 캠페인이 많은 인기를 얻기

도 했다.

비거니즘Veganism이 화장품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건 뷰

티는 동물 보호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측은함과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화장품의 주원료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조금은 불편하

지만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ailored Beauty

테일러드 뷰티

Wearable Tech

웨어러블 테크

XL

엑스라지

YOLO

욜로

Zero-waste

제로 웨이스트

Unique

유니크

Vegan Beauty

비건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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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MOVEMENT

경계를 허무는 아름다움

젠더리스, 뷰티 브랜드의 새 물결

SPACE

공간, 나를 채우는 모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TICKET

차분한 사색과 사유의 시간

삶을 돌아보는 문화 콘텐츠

COLUMN

최초의 소원을 이루는 삶

멀티 페르소나 중 진짜 나를 찾는 일 

GUIDE

나를 돌아보는 산책

걸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길

ESSAY

오래 간직하고 싶은 향에 대하여

마케터 심현지, 조향사 전아론, 에디터 하나

PLAYLIST

바다를 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맞서고, 멀리서 바라보며

PLACE

서울메이드를 만나다

카페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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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허무는 아름다움

젠더리스, 뷰티 브랜드의 새 물결

젠더 뉴트럴 스킨 케어 콰티 대표,

이천행

‘성의 구별이 없는’ 또는 ‘중성적인’이라는 의미의 젠더리스Genderless와 젠더 뉴트럴Gender 

Neutral은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권장되는 젠더Gender에서 파생되었다. 나이와 성별 등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최근 힙한 문화로 자리 잡았

다. 성별과 인종, 나이 등 사회적 고정관념을 깨고, 어떤 틀에도 규정되지 않는 고유한 ‘나’에 주

목하는 젠더 뉴트럴 브랜드 콰티. 브랜드가 가진 메시지와 함께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한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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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주의 젠더리스 

‘콰티’의 시작

콰티의 이천행 대표는 ‘Break The Boundaries’를 슬로건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경계를 부수고 허물고

자 했다. 그래서인지 브랜드명에 대한 스토리도 남달랐다. 인간의 근본적인 호르몬에 포커스를 맞춘 것

이다. 여성과 남성의 호르몬을 뜻하는 알파벳 ‘T’가 총 4번 반복되는 배합이다. 표기는 Quattro, Quatre 

등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공통 앞 표기법에 착안해 서유럽 코스메틱 감성의 ‘콰티QUA-T’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 뷰티업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 어릴 적 던졌던 물음을 떠올렸다. ‘왜 남자들은 이런 옷

을 못 입지?’ 같은 질문이었다. 어릴 적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명 ‘여자 옷’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반감이 있었던 그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정해진 건 없어!’라고 친구들에게 일침을 가하곤 했다. 일찌

감치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과 달랐던 생각들은 성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 이어졌고, 그가 만들 브

랜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콰티는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화장품을 쓸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대표는 특히 제품의 성분을 중요하게 여기며 개발에 집중해왔다. 어떤 피부 타입이나 세대가 사용해도 

무해한 화장품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루밍족’을 위한 기존의 남성 화장품에 향료 같은 인공적인 유해 

성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발견한 그는 남성 또한 여성들이 선호하는 좋은 원료를 사용한 비건 

화장품, EWG 그린 등급의 제품을 소비하게 만들고 싶었다.

‘콰티는 어떤 코스메틱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좋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고함량 제품을 선보이

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남녀노소가 만족하는, 성 평등을 지향하는 코스메틱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고 덧붙였다. 최근 MZ세대는 젠더리스, 뉴트럴 등이 익숙하리라 예측하는 이 대표는 이러한 문화를 앞

장서서 이끄는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포부를 비췄다. 그는 앞으로의 트렌드 또한 ‘젠더리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루밍이라고 강조했다.

콰티는 그간 기초 화장품 위주의 브랜드였다. 현재는 EWG 그린등급 위주로 기초 화장품과 천연 탈모샴

푸를 개발하여 론칭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 컬러인 ‘젠더리스’를 더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올해 

4~5월경 30여 가지의 색조 화장품 론칭을 앞두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이 

모두 동등하게 MD가 되어 깐깐한 기준으로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이크업, 뷰티 등의 키

워드가 하나의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존의 질서나 틀을 전복하려는 시도가 시의적절하고 또 필요하

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젠더리스, 젠더 뉴트럴 열풍 가운데 실제로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층은 어떨까. 

그는 여성이 60~70 퍼센트, 연령대는 20대 중반에서 40대까지가 주 고객층이라고 전하며, 최근에는 

남성 고객의 비율도 늘어났다고 했다.

이번에는 콰티와 함께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과 메이크업 팁을 소개한다.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으로는 기

초 삼형제라 일컫는 토너, 에멀전, 수분 크림을, 메이크업 팁은 대표적인 ‘꾸안꾸 라인’ 톤업 크림과 발색 

립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콰티의 기초라인 콘셉트는 ‘수분’이다. 토너는 히알루론산 7중 복합 배열과 EWG 그린 등급, 그리고 향

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끈적임을 없앴고 제품을 발랐을 때 피부에서 쿨링감이 느껴진다. 에멀전은 

토너 다음에 바르는 로션으로, 독창적인 모양의 케이스가 눈여겨볼 만하다. 눌려도 내용물이 새지 않고 

옆으로 살짝 돌리면 틱, 소리가 나며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에 가져갈 때도 요긴

하다. 에멀전은 가벼운 제형으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콰티 수분 크림의 가장 특별한 점은 케

이스 뚜껑에 각인을 해 주는 것이다. 감성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은 콰티의 브랜드 철학이 제품에 담긴 셈

이다. 크림은 말라카이트라는 신비로운 돌 성분을 함유했으며 겔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보니, 파운데이션보다 톤업 크림을 바르는 것이 추세

라고 한다. 톤업 크림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만족하는 자연스러운 톤을 끌어낸다. 자연스럽게 꾸민 듯 안 

꾸민 것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발색 립밤은 남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색상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테스트를 시도했다. 발색 립밤은 콰티에서 론칭한 최초의 색조 제품으로, 

발색은 물론 보습력이 높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콰티는 이렇듯 한 제품, 한 제품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

으며, 젠더리스하고 좋은 성분 기반의 제품을 꾸준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딛은 발걸음



S
E

O
U

L
M

A
D

E
9

2

9
3

M
O

V
E

M
E

N
T

그렇다면 그가 전망하는 뷰티 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콰티가 어떤 영향력

을 선사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K-뷰티’ 시대를 경유해가는 이 시점에 국내에서도 젠더리스 성향의 

힘 있는 브랜드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고객 멤버십, 프로모

션을 통한 굿즈 배포 등에 대한 계획을 들려주었다. 자신만의 고유한 컬러를 가진 브랜드로 도약하고자 

하며, 젠더 뉴트럴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올해의 숙제라고 한다. 3년 후에는 동남아, 일본, 중국, 

미국에서도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회사로 거듭나고 싶다는 콰티.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브랜드, 다시 찾

고 싶은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는 세상에 하나뿐인 고유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콰티가 생각하

는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는 ‘자연스러움’이라고 전했다. 꾸밈이 아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앞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 중요한 철학이 될 거라고 한다. 그것이 콰티의 미래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중요한 모토로 

다가올 것이다. 

차별 없는 뷰티 시대의 

문이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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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나를 채우는 모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나만의 취향에 꼭 맞는 제품을 만나는 과정이 설레는 모험처럼 느껴지는 공간들이 있다. 

브랜드의 철학이 세심하게 구현된 공간에서 나를 채우는 여정을 떠나보자.

A.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6길 50

H. gentlemonster.com
T. 070 4128 2122
O. 매일 11:00–21:00

“매장이야? 전시장이야?” 매장은 고급스러워야 한다는 고정관념

을 깨고 고객에게 낯선 경험을 선사하는 브랜드가 있다. 제품은 물

론이고 제품이 지닌 유무형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공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고급스러움보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싶다는 젠틀몬스터에는 세상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다.   

지난 2월 24일 글로벌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도산공

원에 ‘하우스 도산HOUSE DOSAN’을 오픈했다. 문을 연 당일 수많은 

사람이 방문했고, 사흘도 지나지 않아 SNS에는 이 공간에 대한 후

기가 넘쳐나고 있다. 지하 1층에는 디저트 매장 누데이크, 1층에는 

라운지, 지상 M층부터 3층까지는 젠틀몬스터, 4층에는 코스메틱 

브랜드 탬버린즈가 자리하고 있다. 

1층에 전시된 3D 설치물은 아티스트 프레데릭 하이만Frederik 

Heyman과 컬래버레이션한 작품으로 하우스 도산의 전체적인 분위

기를 장악하며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준다. 4층에서 만나는 로봇 

‘프로브’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마치 SF 영화 속에 들어와 있

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사이버틱하고도 신선한 경험을 선사

한다. 지하에 입점한 누데이크의 디저트는 판타지 모험을 하듯 자

유로운 상상력을 마구 뿜어내게 만든다. 

4층의 코스메틱 브랜드 탬버린즈는 제품뿐만 아니라 패키지 디자

인과 향,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영감을 재해석해 주목

받아 왔다. 탬버린즈가 추구하는 우아함과 특별함을 담아내도록 이

번에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출발했다. 흔들리는 갈대를 모티브로 

제작된 키네틱 아트 오브제는 환하게 비추는 햇살 아래 감각적이고 

우아하게 춤을 춘다. 곽철안, 메르세데스 빈센테Mercedes Vicente, 

캐스퍼 강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탬버린즈가 나아갈 

미적 가치를 공간에 담았다.

도산 판타지

하우스 도산

©
탬

버
린

즈

©탬버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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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시 마포구 포은로 67,  2층

H. instagram.com/sutomeapothecary 
T. 010 9887 1483
O. 수-금요일 12:00-17:00

한적한 망원동 골목을 지나다 보면 천연 향기 매장 수토메 아포테

케리를 만날 수 있다. 언뜻 지나치면 동네 주민도 모르고 지나갈 법

한 작은 입구를 갖고 있다. 도대체 출입문이 어디에 있을까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철문을 힘껏 밀고 들어서면, 순

식간에 홍콩 뒷골목에서 청정한 숲을 만난 듯 묘한 감정이 일렁인

다. 한 발 한 발 계단을 오르면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기분이 

든다. 작지만 확실한 구획, 커브 벽면을 따라 깊숙이 들어갈수록 세

상과 단절되는 듯 은밀해지는 기분이다. 천장 전체를 감싼 재료 너

머로 퍼지는 간접 조명이 은은함을 더한다. 좁은 공간이라는 핸디

캡이 느껴질 만도 한데 불편함보다는 신비로움마저 감도는 공간이

다. 커브 벽을 따라 걷다 보면 분리된 벽면 너머 어떤 경험이 펼쳐

질까 묘한 기대감까지 든다. 각종 제품이 늘어서 있는 테이블이 길

을 따라 자리하고 있고 코너를 돌 때는 벽체를 감싸고 도는 나름의 

흐름이 있다. 

수토메 아포테케리는 기존 주거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브랜드만

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거기에 후각적 감성을 더해 설계한 작업이 

독특함을 자아낸다. 나 홀로 세상과 등지고 있는 수도원 같은 장소

가 되길 바라며 설계된 공간이라고 한다.

브랜드 철학인 ‘전체론적 자연주의Holistic Naturalism’를 바탕으로 

기업, 브랜드와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진행하며 향기를 매개로 기

억에 새겨지는 공간을 연출하는 향기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

고 있다. 약국을 뜻하는 독일어 단어 Apotheke에서 착안한 이름

에서 알 수 있듯, 수토메 아포테케리는 치유력을 가진 향기를 매개

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천연 향료의 

합리적인 판매뿐 아니라 향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사람과 공간이

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장소다. 더불어 자연이 전하는 치유 에너지

에 대한 고마움을 썩지 않는 쓰레기로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일

념으로 미니멀한 브랜드 운영방식을 고수하며 제품 용기, 패키징, 

운송 과정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과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제로 웨

이스트 브랜드이기도 하다. 마스크 너머로 느껴지는 천연 향기의 

오케스트라에 흠뻑 취해 보자.

치유의 정원

수토메 아포테케리

A. 서울시 중구 명동8길 8-6

H. iope.com 
T. 02 319 4608
O.  1, 2층 매일 10:30-21:00

 3층 월-금요일 10:30-19:00

복잡한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 ‘아이오페 랩’의 

이야기다. 이곳은 ‘연구원의 서재’라는 콘셉트로 기존 아이오페가 

가지고 있던 의약 화장품으로서의 긴 역사와 브랜드 스토리를 효

과적으로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미지 월 구성 및 아카이

빙된 자료를 보여주는 연구원의 책상도 주목할 만하다. ‘숨겨진 시

간Hidden Time’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설계된 아이오페 

랩은 화려함보다는 간결하고 정제된 미가 돋보이는 공간이다. 또

한 연구소가 주는 다소 차갑고 건조한 인식을 따뜻하게 녹여내고

자 한 노력이 눈에 띈다. 외벽 마감으로 쓰인 벽돌은 더블스킨으로 

멀리서 보면 마치 헐겁게 짠 회색 니트를 입은 것같이 보이는데, 입

구에 들어서면서 만지는 손잡이에서부터 특별한 감성이 느껴진다. 

내부의 메탈 소재가 주는 차가움이 아크릴 오브제에 희석되는 이 몽

환적 만남은 독특한 기운을 뿜어내고, 브랜드의 심볼 컬러인 블루 

앤 화이트 컬러를 다양한 형태와 물성, 섬세한 마감으로 완성해낸 

점이 돋보인다. 아이오페 랩 곳곳의 모든 공간은 단순 쇼룸을 넘어 

방문객들이 브랜드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액션을 

유도한다. 파우더 룸과 상담 공간은 라운드 형태로 설계되었고, 새

틴 유리로 마감해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2층에서는 맞춤 화장품 제조관리사가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

션을 현장에서 즉시 제조하고, 3층에서는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최

첨단 정밀기기를 이용해 피부 측정과 유전자 분석을 통한 상담이 진

행된다. 라운드 형태의 룸에서 모공부터 주름, 붉은 기, 멜라닌 등 

다양한 요소를 측정함으로써 피부 유·수분 수치를 포함해 현재와 

미래의 피부 상태 수치까지 예측할 수 있다. 퍼스널 진단을 통한 커

스터마이징은 타 매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세럼은 물론이고 최신 3D 기술로 개인의 얼굴 사이즈를 측정해 딱 

맞는 맞춤 사이즈 3D 마스크를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어낸다. 공

간 한편에 마련된 3D 프린터는 이마, 눈가 등 5가지 부위별 고민

을 분석해 6가지 솔루션 성분을 첨가하는 똑똑한 녀석이다. 맞춤 

화장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니! 한국 뷰티숍

의 진화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연구원의 서재

아이오페 랩

©니나무

©수토메 아포테케리 ©아이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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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산대로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진다. 날카로

운 도시의 소음이 무뎌지는 도산공원, 그 앞에서 설화수를 만날 수 

있다. ‘등불이 어둠을 밝히는 듯 아시아 미의 지혜를 담아 아름다

움을 비춘다.’라는 설화수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담은 플래그십 스

토어는 놀랍도록 눈부시다.

랜턴Lantern이라는 메타포를 콘셉트로 삼아 ‘빛을 담는 그릇’을 표

현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이는 세계적인 건축가 듀오 네리 앤 

후Neri&Hu가 설화수 브랜드 고유의 화려함과 세련된 감각을 구석

구석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건물 내외부를 감싸고 있는 황

금빛 브라스가 포인트다. 현대와 과거를 설화수만의 감성으로 재

해석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 최초 단독 플래그십 스

토어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에게 아시아의 미를 대표

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내부 곳곳의 가구들은 설화수만을 

위해 디자인되고, 조명과 모든 자재는 외국에서 직접 들여올 정도

로 애착을 담아 완성한 공간이다. 

총 6개 층으로 구성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과거 상품 전시 

위주였던 코스메틱 쇼룸과 차별화를 두어 설화수 브랜드 철학과 

스토리를 담은 전시와 뷰티 카운슬링 공간, 문화 클래스, 컬처 라운

지로 조성했다. 특히 지하 1층과 지상 4층에서는 도심 속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스파를 즐길 수 있으며, 탁 트인 옥상 라운지에서는 

도산공원의 자연을 바라보며 여유를 누릴 수 있다. 1층에는 설화

수 브랜드 철학과 스토리를 담은 헤리티지존과 시즌 및 베스트 상

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

어만의 품격 있는 서비스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적인 미를 바탕으로 모던한 감성까지 아우르는 건축물은 설화

수 브랜드의 본질을 닮았다. 콘크리트 마감 벽면 위에 봄날의 햇살

을 받아 화려하게 빛나는 금속 모듈의 향연이 고급스러움을 더한

다. 마치 브라스 모듈이 만들어내는 3D 입방체가 매트릭스 안에 

있는 느낌을 주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내외부의 경계를 극명

하게 분절하는 브론즈 빛 울타리에서 경험하는 이 특별한 체험들

은 공간을 떠난 후에도 강한 인상을 뇌리에 남긴다.

빛을 담는 그릇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A.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8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H. sulwhasoo.com 
T. 02 541 9270
O. 매일 10:00-20:00, 매월 첫째 주 월 휴무 

©kyungsub shin

©kyungsub shinS
P

A
C

E



10
0

10
1

마
음

이
 곁

 하
는

 시
간

S
E

O
U

L
M

A
D

E

차분한 사색과 사유의 시간

삶을 돌아보는 문화 콘텐츠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다. 다만 발견하거나 혹은 지나칠 뿐.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는 예민한 눈과 섬세한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정답은 못 돼도 힌트는 던져줄 귀

한 재료들을 준비했다. 수많은 사람과 함께 관람하는 공연부터 홀로 침대에 앉아 읽어 내려가는 

뉴스레터까지. 소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

텐츠를 만나보자.글
 김

정
현

CULTURE 공연·전시

ⓒ위키드

2013년 한국어 초연 이후 매 시즌 엄청난 인기를 누려온 뮤지컬 <위키드>

가 돌아왔다. <오즈의 마법사>를 기발하게 뒤집어, 도로시가 오즈에 떨어지

기 전의 이야기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 정의롭고 뛰어난 재능

을 지닌 초록 마녀 엘파바와 아름다운 외모와 내면을 동시에 가진 금발 마

녀 글린다의 여정이 매혹적인 선율과 함께 펼쳐진다. 블록버스터급 볼거리

뿐 아니라 차별과 편견, 다름에 대한 존중을 가볍지 않게 그려내는 스토리 

역시 인상적이다. 겉모습 때문에 차별을 받던 엘파바의 당찬 비상과 편견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두 마녀의 우정이 혐오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넨다. 

위키드

차별에 맞서 날아오르다

H. yueminjunexhibition.modoo.at

H. wickedthemusical.co.kr

ⓒXCI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유에민쥔의 국내 최초 대규모 전시. 예술

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작가 특유의 풍자와 자조를 절

묘하게 담아낸 작품 세계를 폭넓게 아우른다. 회화와 조형 가릴 것 없이 유

에민쥔의 작품은 웃음을 잃지 않는 얼굴들로 가득하다. 반달처럼 눈을 구부

리고 커다랗게 입을 벌린 채 다양한 색과 선 위에 옮겨진 표정들. 그 속에서 

누군가는 바보 같은 순수함을 발견할 수도, 누군가는 강요된 부자유나 허무

를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뭐가 됐든 결국 궁금해지는 건 나의 웃음 뒤에 

숨겨진 의미와 감정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유를 제공할 전시는 5월 9일

까지 이어진다.  

유에민쥔(岳敏君): 한 시대를 웃다!

웃음 뒤에 숨겨진 것들

H. credia.co.kr

ⓒ진호의 책방

<슈퍼밴드> 우승팀 ‘호피폴라’의 첼리스트 홍진호가 온라인 북콘서트로 찾아

왔다. 2월부터 6월까지 한 달에 한 번 네이버 후원 라이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진호의 책방>. 좋아하는 책을 직접 골라 그 책에 어울리는 음악가와 함

께 연주로 해석하고 이야기도 나눈다. 4월에는 카운터테너 최성훈과 《헤르만 

헤세 시집》을 다루고, 5월에는 싱어송라이터 이진아와 함께 정세랑 소설가의 

《시선으로부터》에 관해 대화하는 식. 평소 책에서 깊은 영감을 얻고 이를 음

악에 적용했던 자신의 독서 감상을 많은 이와 나누고 싶었다고 한다. 휴식과 

사색이 있는 밤을 바라는 이들에게 더없이 충분한 콘텐츠가 되어줄 것이다. 

진호의 책방

음악과 책의 만남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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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nstagram.com/iamkimbi

ⓒ김비

목공과 가구에 관심이 있는 초보자들을 위한 가구 제작 클래스. 목공 공방 카

펜터스 클럽과 카펜터스 커피를 운영하는 김비 대표가 진행한다. 총 4회에 걸

쳐 나무에 대한 기초 이론과 기계 사용법 등을 익히고 작은 스툴을 만드는 게 

목표. 수업 공지에서 밝히듯 심도 있는 기술을 전수하거나 제자를 양성하려

는 수업은 아니다. 그저 나무라는 소재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가구를 완성해

가는 몰입의 즐거움을 느껴보길 바랄 뿐. 나의 새로운 감각에 집중해보는 평

온한 시간과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짜릿한 성취의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클래스 신청은 김비 대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할 수 있다. 

카펜터스 클럽

집중과 몰입의 즐거움 

JOIN 모임

브이로그 콘셉트를 차용해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읽은 콘텐츠를 기록하는 

‘콘텐츠 로그’ 형식의 뉴스레터. 프리랜서 에디터로도 활동하는 서해인 발행

인이 10일 주기의 콘텐츠 감상 내역을 정성스레 소개한다. 케이팝, 유튜브, 팟

캐스트, 영화, 책 등 분야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인상적이다. 

거기에 ‘지난 10일 동안 가장 좋았던 것들’, ‘지난 10일 동안의 알라딘 보관함 

log’ 등의 챕터를 통해 발행인의 관점이 돋보이는 코멘트까지 더하니, 어엿한 

큐레이션 콘텐츠로 손색이 없다. 성실하게 좋아하고, 성실하게 기록한 뉴스레

터. 덕분에 나의 일상까지 돌아보게 된다. 내가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 장황한 목록에 반영된 내 취향과 관점은 어떻게 생겼지? 

#ㅎ_ㅇ

10일간의 성실한 콘텐츠 기록 

NEWSLETTER 뉴스레터

H. instagram.com/project_imsi

ⓒBLIND WRITING

한 달간 글로만 만나는 글쓰기 모임이 있다. 작가이자 출판사 웜그레이앤블루

의 에디터 재은이 운영하는 ‘블라인드 라이팅’. 나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

을 편견 없이 마주하자는 취지로, 함께하는 모임원들이 누군지 모른 채 주어진 

주제에 맞춰 글을 쓰고 각자의 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긴장과 설렘으로 4

주간 글을 주고받고 나면 마지막 주에 갖는 오프라인 만남이 더 풍성할 수밖

에. 정보의 차단은 섣부른 판단 대신 느긋한 상상을 선사한다. 그 과정에서 타

인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관찰과 이해도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날것

의 나를 표현해보고 싶은 이들에게, 누군가와 적당한 거리와 속도로 연결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BLIND WRITING
편견 없이 만나요 

SIDE 뉴스레터는 ‘다능인’을 위한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정혜윤 발

행인에 따르면 다능인이란 ‘한 가지 분야에 스스로를 규정짓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이들

끼리 서로 공감하고 영감을 나누는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뉴스레터

를 시작했다. ‘Start’, ‘Inspire’, ‘Dream’, ‘Explore’라는 각 카테고리에 맞춰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사이더’로 불리는 구독자

들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효율적인 일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팁을 얻는 

재미까지. 진취적인 에너지로 똘똘 뭉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새삼 내 삶의 

시작과 꿈, 영감과 모험을 곱씹어보게 된다.

SIDE 뉴스레터

삶을 개척하는 다능인들의 커뮤니티 

H. instagram.com/chagok_chagok_

ⓒ차곡차곡

차와 향의 세계를 거니는 풍류 가득한 시간. 클래스 진행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혼자 또는 가까운 지인과 함께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클래스는 크게 ‘다도구 체험’과 ‘향 체험’으로 나뉜다. 중국차의 기본이 

되는 개완과 자사호의 사용법을 익히거나 이소향방 등 우리나라 전통 향을 

제작해볼 수도 있다. 향 문화 이론과 격화훈향이라는 품향법을 배우는 향도 

정규 클래스도 인기가 높다. 대개 소규모로 꾸려지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도 

차곡차곡에서 준비하니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느리게 흘러가는 동안 어수선한 마음을 잠시 가라앉혀 보는 건 어떨까. 

차곡차곡

천천히, 고요하게  

책처럼 깊이 있고, 뉴스처럼 빠르게 지적 콘텐츠를 전달하는 북저널리즘에

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다양한 분야의 ‘젊은 혁신가’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읽을 수 있다. 신변잡기 같은 내용이 아닌 일과 커리어에 관한 고유한 관점

에 포커스를 맞춘 점이 매력적이다. ‘가성비 패러다임이 바뀐다’, ‘객관성과 

마이웨이의 밀당’ 등 흥미로운 주제도 많다. 길지 않은 분량임에도 매끈한 

흐름을 만드는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들이 풍성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삶

과 일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고 싶다면 빛나는 통찰을 전해줄 혁신가들의 이

야기를 만나보자.

북저널리즘 Talks
일과 커리어에 관한 고유한 관점

H. contentslog.com

ⓒ#ㅎ_ㅇ

H. sideproject.co.kr

ⓒSIDE 뉴스레터

H. bookjournalism.com

ⓒ북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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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플랫폼 직방과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볼드저널》이 함께 만드는 주거 

문화 매거진. 매 호 하나의 테마를 두고 인터뷰, 에세이, 트렌드 정보 등 다

양한 콘텐츠를 통해 주거 관점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기록

한다. 주거 매거진이라고 단순히 예쁘고 화려한 집만 나올 거라고 단정하지

는 말자. ‘집은 오늘의 나를 오롯이 담는 공간’이라는 믿음 아래 공간을 채

우는 다채로운 삶의 태도와 관계, 라이프스타일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니. 

보증금, 주변 환경, 집밥 등 1~2인 가구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테마들

은 궁극적으로 나다운 삶에 관한 크고 작은 질문을 던져준다. 웹진과 종이 

잡지 모두 만나볼 수 있다.

디렉토리 매거진 
집을 채우는 삶의 방식과 태도

마포디자인출판지원센터 ‘whatreallymatters.’에서 매달 발행하는 웹진이

다. 북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에디터, 책방 운영자 

등 디자인·출판 분야 사람들이 들려주는 일과 삶에 관한 사소한 이야기를 

꾸준히 아카이빙한다. 하나의 주제에 인터뷰와 그래픽 이미지를 묶어 인스

타그램 계정을 통해서만 공개하는 다소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다. ‘프로와 

괴짜 사이’, ‘친애하는 나의 디바이스’, ‘딴짓의 딴지’ 등의 주제와 인터뷰도 

흥미로운데, 이를 독창적인 시선으로 시각화한 디자인 작업물은 절로 다음 

호를 기대하게 만든다. 더 새로운 영감과 자극이 필요하다면, 늘 무언가를 

만들고 표현하는 이들의 유쾌하고도 진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it matters
디자인/출판계 사람들의 이야기

금융 플랫폼 토스가 전하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짜’ 돈 이야기. 

인스타그램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는 짧은 분량의 오리지널 인터

뷰 콘텐츠로, 다양한 직업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돈에 관한 자신의 솔직

한 생각을 들려준다. 유명 뮤지션부터 탐정, 청소부, 세일즈맨, 연예인 매

니저, 권투 선수, 택시기사까지. 단일한 범주로 묶기 힘든 인물들이 등장하

는 만큼 저마다 고유하게 그려온 삶의 궤적이 빛난다. 살아가며 마주한 일

들과 때때로 깨달은 생각, 그렇게 축적된 삶의 태도와 신념은 질문이 되어 

독자에게 돌아온다. ‘가장 가깝고도 먼, 가장 쉽고도 어려운 돈이란 존재는 

당신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던가요?’

토스 마이머니스토리

돈에 관한 솔직한 생각

T
IC

K
E

T

WEBZINE 웹매거진

H. directorymagazine.kr

ⓒ디렉토리 매거진

H. instagram.com/itmatters.wrm

ⓒit matters

H. instagram.com/toss.mymoneystory

ⓒViva Republica,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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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소원을 이루는 삶 

글
 김

정
아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6주하고 4일을 살아내고 있는 0.73cm의 손톱만 한 생명체 안에서 

꽃의 씨앗 같은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았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한 경이로움과 책임감이 마음에 차올랐다. 30대 초반, 신혼 3개월 차에 찾아온 선물, 되도록 

빨리 만나길 기다리고 있었기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가야, 너를 환영한다. 네가 와서 기쁘다.”

라고 말해주게 된다. 희한하게도 20대 때부터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늘 엄마가 되는 것을 꿈꿔

왔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자로 태어났으니 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정을 온전

히 통과해보고 싶다’는 호기심 어린 열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고 있었나 보다. 건강한 자

궁을 위해 천연 샴푸에 면 생리대까지 써가며 유난을 부린 적도 있으니, 할 말 다 했다. 

초음파 영상을 보고 또 본다. 가장 곱고 예쁜 소망이 담긴 이름을 지어주고, 매년 재밌는 콘셉트

로 가족사진을 찍어서 언제든 꺼낼 볼 추억이 넉넉한 아이로 만들어 주고 싶다. 첫 걸음, 첫 옹

알이, 첫 등교와 같은 아이의 처음을 함께하며 내가 잊었던 나의 처음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

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나의 일부분이 딸이나 아들을 통해 이어

질 수 있다는 건 신기하고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런 상상은 모두 아이를 낳은 후에 일

어날 일들이란 걸 이제야 깨닫는다. 

임신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나른해지고 쉽게 지치는지 몰랐다. 입덧이란 게 온종일 멀미를 하는 

느낌이란 것도, 맹물을 마셨는데 구역질이 확 올라와 눈물이 핑 돌기 전까지는 몰랐다. 작가, 아

내, 딸, 며느리, 언니, 친구라는 자아 리스트에 ‘엄마’라는 꽤나 묵직하고 진지한 페르소나 하나

가 추가된 이 시점에 나는 무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걸까 자문해본다. 

과연 나에게 주어진 여러 역할 중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페르소나는 무엇일까? 이걸 아는 

방법은 내 눈에 무엇이 자주 보이는가, 내 귀에 어떤 이야기가 잘 들리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

이 나오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지난해 에세이를 쓰는 동안엔 작가로서 온 신경이 글감에 가 

있던 탓에 마트에서 채소를 고르다가도 ‘맞다, 카레집 에피소드를 써야겠다.’ 하고 부리나케 돌

아와 컴퓨터 앞에 앉기도 하고, 과거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 나의 감정에 귀 기울여 보기도 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임산부들과 갓난아이들만 유난히 눈에 띄고, 육아 중인 지인들 생각이 

그렇게 자주 난다. “아, 난 지금 ‘엄마’에 꽂혔구나.” 이렇듯 내가 열중해 있는 페르소나를 찾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럼 다른 자아들은 어

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과 함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역할들에 괜한 아쉬움과 연민, 불안이 

생긴다. 페르소나의 전환과 반복 가운데 내가 나로서 행복하게 살며, 순간순간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일 것이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록하고 실천해보려 한다.

10
7

COLUMN

멀티 페르소나 중 진짜 나를 찾는 일

우리는 여러 역할을 감당하며 다양한 자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멀티 페르소나 속 진정

한 나를 잃지 않는 방법, 유일무이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마음 연습을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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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는 연습하기

페르소나의 수는 늘어가지만 내 몸은 여전히 하나이고, 하루에 주어진 시간도 딱 24시간이다.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과 마음을 혹사

시키고, 시간에 쫓겨서 소중한 관계들을 망쳐버리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서서히 잃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비극을 방지하는 단어는 바로 ‘NO’. 

임신 4주 차에 영화사와 미팅을 하고, 5주 차에 시나리오 작가로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해보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거절했다. 일주일 사이에 내 몸이 변하는 게 확연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늘어난 수면 시간과 피로감은 물론이요, 갑자기 눈물이 또르륵 흘

러내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이미 탑승한 상태였다.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임신 초기 2~3개

월을 몽땅 시나리오에 쏟아붓겠다는 야무진 결심이 무모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 “No.”를 외

쳤다. 그리고 이 선택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 한다. 지금은 ‘엄마’라는 페르소나에 적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감정의 급발진이 난무하는 일상을 살아간다. 빠르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카톡 대화창엔 과장된 

이모티콘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대신하고, 인터넷 쇼핑몰 후기나 미디어 감상평엔 ‘최악’과 

‘최고’의 평만 즐비하다. 실제로 느낀 것에 비해 너무 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극단의 언

어들이 은연중에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것은 간과한다. 마음과 말은 연결되어 있다. 말한 대

로 마음이 가고,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말로 나온다. 그래서 희로애락을 정직하고 담백한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말로 내뱉을 때, 일부러 더 독하고 날 선 단어

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순한 불평을 심각한 분노로 만드는 촉매제가 될 뿐이다. 긍

정적인 감정도 부풀려 말하면 어느새 거짓이 되곤 한다. 마음과 말의 불일치는 내 자아를 혼란

스럽게 한다. 

또한 역할이 많아질수록 일정이 충돌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린다. 출장과 가족 모임이 

겹치고, 주말여행을 계획했는데 연일 야근에 치여서 놀러 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다. 갈등의 순

간 툭 튀어나오는 나의 첫 반응, 첫 마디가 나를 문제 속에 파묻게 하기도 하고 의외로 쉽고 유

연하게 갈등을 헤쳐 나오게도 한다.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망했네.” 같은 최악의 

결말을 내 입으로 창조하는 어리석은 실수는 그만하자. 감정의 급발진 신호가 느껴질 때, 숨 한 

번 고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자. 나와 

타인의 실수에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며 한 박자 쉬고 나면, 대부분 해결책이 보인다.

극단적인 감정표현 삼가기

10
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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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얼굴을 갖고 산다는 말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산다는 말과 같다. 가정, 직장, 학업의 자

리에서 여러 사람과 지성과 감성을 교류하다 보니, 내 목소리와 타인의 목소리가 얽히고 겹치고 

섞이게 된다. 정리되지 않은 악보는 불협화음을 내기 십상이다. 박자와 음표를 하나하나 되짚으

며 선율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수반되어야만 나의 목소리로,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정교

한 활동은 오롯이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 

몇 년간 거의 매일 아침 머리에 떠도는 단어와 문장을 솎아내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받아 적는 

‘모닝 페이지’를 써왔다.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의 저자인 줄리아 카메론이 추천한 방법인데, 

나에게 참 잘 맞다. 조용한 아침에 공책 한두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 좋아

하는 것, 그만 해야 하는 것, 노력해야 하는 것’ 등이 자연스럽게 보이고, 무의미한 걱정으로 분

주했던 마음이 정리된다. 최근엔 게을러져서 이 아침 습관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회복하

려고 한다. 일기 쓰기, 산책, 운동, 악기연주, 명상…. 그 무엇이 되었든 나와 나 자신만이 함께하

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매일 15분, 아니 일주일에 30분이라도 이 시간을 사수해보자.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잃지 않고, 나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귀중한 시간, 분

명 가치가 있다. 

매일 꼬박꼬박 엽산을 챙겨 먹고, 되도록 좋은 생각을 하려고 자극적인 제목의 뉴스는 클릭도 

하지 않는다. 밤마다 배에 손을 얹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어떤 아이

로 키우고 싶으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저 아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할 것 같

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다 괜찮다고 말이다.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며 나 역시도 이런 순수하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태어난 존재임을 새삼 

느낀다. 

역할과 페르소나에 관해 쓰다가 결국엔 아주 빤하고 밋밋한 결말에 이르러버렸다. 나와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맡은 직책이 무엇이든, 취준생이든 복학생이든, 아빠이

든 엄마이든, 사위이든 며느리이든, 당신의 역할이 10개이든 100개이든, 그냥 무조건 건강하

고 행복하고 볼 일이다. 우리를 향한 최초의 소원을 추구하고 이뤄내는 삶을 살아내 보자. 

나와 함께 하는 시간 확보하기

김정아

《아무도 관심 없는 마음이지만》의 저자.

초등학교 3학년, 방과 후 글짓기 수업에서 받은 칭찬 한마디로 글쓰기가 좋아져 버렸다. 대학에선 영화를 공부하고 독립영화 조연출로 일하다 기자 생활도 하고, 영어 교사로 

중고생을 가르쳤다. 그러던 중 ‘아, 역시 나는 글을 쓰며 살고 싶어!’라는 마음의 외침에 응답해 현재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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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길 고민이 깊을 땐 산책을 나서는 게 좋다. 무작정 걷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고민의 

종류에 따라 산책로를 다르게 정하는 것도 방법. 이럴 땐 이런 길을 걷는다는 규칙

을 만들어 보자. 주변 풍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며 사색할 수 있는 서울의 산책 코

스 세 가지를 소개한다.글
·사

진
 김

준
용

나를 돌아보는 산책

경의선 숲길과 관계의 상관관계

산책의 메카 경의선 숲길. 이곳을 빼놓고 산책을 논할 수 없으리라. 특히 대흥역과 공덕역 사이 구역은 반

려동물이 없는 사람에겐 지구 최고의 산책로다. 크고 작고 희고 검고 할 것 없이 온갖 귀여운 반려견들이 

보호자와 함께 산책하며 열심히 냄새를 맡고 다닌다. 벤치에 앉아 있기만 해도 힐링! 공덕역 근처의 직장

을 다닐 땐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숲길을 산책하고는 했다. 한번은 산책하던 강아지 두 마리가 서로 인

사하는 모습을 봤다.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 처음 보는 친구에게 대뜸 화를 내기도 하고 서로 으르렁대다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동물농장> 애청자인 나는 반려견 훈련 장면이 떠올랐다. 사교성과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금세 친해지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이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스스로 다가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관계라는 게 다 그렇다. 결국 상대가 나와 같지 않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동시에 나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내가 좋은 것을 상대방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배려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상대도 싫어할 거라는 공감. 이 두 가지만 지키면 관계의 매듭은 쉽게 풀리는 것 같다. 그때부터 관계

가 고민일 땐 경의선 숲길을 산책한다.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보며 ‘모두 같지만 다르다’는 단순하고 어려

운 관계의 법칙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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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재미 없을 땐 정동길

특별한 일도 없는데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다. 사는 게 다 그저 그렇게 느껴지고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는 

것만 같다. 그럴 땐 뭘 해도 재미가 없다. ‘인생 노잼 시기’가 온 것이다. 보통은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극복하지만, 요즘은 쉽지 않다. 역시 산책밖에 없다. 인생이 재미없을 땐 정동길

을 걷는다. 덕수궁 정문에서 신문로까지 이어지는 1km 코스. 정동길은 근대 골목이다. 돌담길을 따라 걸

으면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붉은 벽돌의 근대식 건축물 이화여고와 정동제일교회 뒤

로 높고 반짝이는 언론사와 관공서 건물이 보인다. 조선 시대와 근대를 지나 현대까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다. 덕수궁에서 시작한 길은 경향신문사에서 끝나지만, 곧바로 서울역사박물관이 보인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단박에 훑어보는 산책로인 셈이다. 도시가 하나의 생물이라고 하면 이 길은 500년에 걸쳐 쓴 일기

장에 가깝다. 먼 과거부터 바로 어제의 일까지 생생하게 남겨진 기록이다.

기록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록할지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순 없으니 그 과정에서 중

요한 것은 더 중요해지고, 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해지겠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자기만의 기록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겪게 됩니다.

- 김신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중에서

작가의 말처럼 기록은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인생

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묻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일이 재

밌었는지 슬펐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좋았는지. 곱씹다 보면 

생각한 것보다 하루가 다채롭게 느껴진다. 사실은 무수히 많

은 기쁨과 슬픔의 순간으로 이뤄진 하루를 덩어리째 뭉뚱그려 

구석으로 던져버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인생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기록하지 않으니 발견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산책을 

마치고 교보문고에 들러 작은 노트를 한 권 산다. 그리고 이 

노트에 나만의 정동길을 만들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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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빛나는 꾸준함 사이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세운상가로 향한다. 다리 위로 을지로를 지나 청계천을 건너면 사람 대신 철로 만

든 기계와 공구들이 줄지은 거리를 만난다. 일대가 재개발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영업하는 작은 공장들. 대부분 기술 장인의 작업실이다. 최초의 국산 자동차와 컴퓨터를 만든 곳이 세운

상가에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자동차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을 직접 만들었던 메이커들이 자리

를 지키고 있다. 대림, 청계, 세운상가로 이어지는 다리에 서면 을지로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바쁘게 움

직이는 상인들과 완성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 온갖 재료와 도구를 내어놓는 가게의 모습이 톱니

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처럼 느껴진다. 한 가지 일을 수십 년간 꾸준히 해낸 사람들이다. 재능을 이야

기할 때 우리는 천재를 떠올린다. 남들보다 덜 노력해도 높은 성취를 이루는 능력. 재능은 으레 그렇게 묘

사된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배움이 느리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직 발

견하지 못한 재능이 반짝반짝 빛을 내며 내 앞에 등장할 거라 기대하곤 한다. 그러나 항상 애매한 재능이 

고민이다. ‘나랑 비슷하게 시작한 저 사람은 이만큼이나 앞서가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타고난 사람은 이길 

수 없으니까 타고 나지 않은 나는 체념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졸업 후 몇 년간의 회사생활을 겪으며 배

운 것은 다르다. 그런 재능 같은 건 사실 없고, 처음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반짝이는 건 꾸준함이다. 

시작은 누구나 초라하지만 꾸준히 한 사람은 마지막에 빛을 발한다. 처음 몇 번에 소질을 드러내는 사람도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그저 소질 있는 사람으로 끝날 뿐이다. 꾸준함이야 말로 최고의 재능이다.

산책로 끝자락은 다시 세운상가 앞 광장. 앞으로 종묘가 보이고 멀리 북악산까지 눈에 들어온다. 오밀조밀 

모여 있는 가게 사이를 걷다가 탁 트인 공간을 마주하니 산뜻한 기분이다. 잘 풀리지 않던 일 때문에 조급

하던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진다. 당장의 초라함 때문에 체념하기보단 멀리 보고 꾸준히 하는 능력을 키워

보기로 한다. 진짜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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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간직하고 싶은 향에 대하여

마케터 심현지, 조향사 전아론, 에디터 하나

향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얼굴과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향은 뚜렷하게 떠오르고, 

가장 좋아하는 향을 우연히 마주했을 때의 기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오래오래 곁에 잡아두고 싶은 향은 어떤 향일까? 이에 대한 질문을 세 명의 인물에게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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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시장 조사 차 브랜드 시향을 나가서 처음 만난 향수, 샤 페르

쉐. 당시 아모레퍼시픽에 인수된 아닉구딸이 ‘구딸 파리’라는 새로

운 브랜드명으로 리뉴얼하면서 출시한 첫 번째 향수였던 것으로 기

억한다. 디스플레이 유리 상자 안에서 털실 뭉치를 가지고 노는 고

양이의 실루엣을 보며 ‘저건 일단 사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과 동시에 지갑이 열린 제품이다. 

그 첫인상은 향을 맡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단번에 알 것 같은 투

명함이었다. 고양이와 놀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니. 시향지에 뿌려 

둔 샤 페르쉐의 느낌은 맑고 투명한 하얀 꽃이었다. 치자꽃처럼 도

톰하고 크림 같은 질감의 하얀 꽃잎이 아니라, 초록빛이 감돌 정도

로 투명한, 하얗고 작은 꽃잎의 이미지. 봄의 한 가운데, 들꽃이 만

개한 풀밭에 누워있으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맑고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바람같이 하얗고 투명한 향을 묵묵하게 잡아두

는 화이트 머스크의 차분함을 느끼다 보면 이 향이 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담았다고 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된다. 착하고 깨끗한 느낌

만 골라 담은 투명한 향수의 표본이 샤 페르쉐를 표현하는 적합한 

한 줄이다. 샤 페르쉐의 진가는 살 위에 얹고 나서부터다. 체온에 의

해 체향과 함께 어우러질 때의 그 따스함. 더욱더 달고, 편안해진다. 

‘살냄새’를 뻔하지 않게 구현해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지속력

이 길지 않다고 느끼거나 킥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이를 

다르게 말하면 뿌린 이가 그 향을 본인의 향으로 착각할 정도로 체

화시켰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뿌린 쪽과 뿌리지 않은 

쪽의 살 내음은 확실히 다르다. 신기한 것은 뿌린 쪽이 훨씬 편안하

다는 점이다. 샤 페르쉐가 얹어진 왼쪽 팔에 자꾸자꾸 고개를 묻으

며, 내가 웃던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편안해서 지나치지만 촉을 곤

두세워 집중하다 보면, ‘이게 이래서 좋은 거구나. 진가가 여기서 나

타나는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된다.

 

외출 전 한두 번 뿌리는 향수의 느낌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펌핑해도 좋을, 따지자면 향 아이템의 느낌이 강하다. 침대에서, 

윗옷 안에서, 귀 뒤의 맥박에서, 숨결에서 났으면 하는. 간만에 공기 

같은 향을 만났다.

프래그런스 브랜드 마케터

심현지

우리가 웃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구딸 파리

샤 페르쉐 
레몬블로썸, 스위트피, 화이트 머스크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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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론

매거진 에디터

하나

우리들의 라일락이 생각나요 짧고 얇은 내 행복에서 향기가 난다면

아로

라이크 라일락 
워터리 노트, 라일락, 뮤게, 캐시미어 머스크, 엠버

프레데릭 말 
 엉 빠썽 
오이, 라일락, 밀, 페티그레인

이솝 
 로즈 오 드 퍼퓸 
플로럴, 그린, 우디

마음을 북돋거나 위로하는 건 손에 잡히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피

아노 선율이나 램프의 빛, 혹은 따뜻한 말처럼. 요 며칠 나의 눈썹만 

한 행복을 들썩이게 한 건 두 개의 향이다. 

자기 전에 뿌리는 엉 빠썽은 신경안정제나 다름없다. 시향할 땐 긴

가민가했고, 빼입고 노는 날엔 실망스러웠던 요연한 꽃향. 간지럽

고 여린 라일락은 옆 사람 입김이라도 닿을라치면 금세 숨어버린다. 

매장 직원이 이 ‘스쳐 지나가는En passant’ 향을 선뜻 칭찬하지 않고 

머뭇거리던 게 기억났다. 그러니까 이걸 밤에 혼자 즐기기로 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그리고 그다음 아침, 나는 프레데릭 말이 진즉 

이 방법을 알려줬으면 이 비싼 걸 몇 병이나 비웠을까 셈해봤다. 가

장 노곤한 시간에 스미는 한 줄기 은은함. 뭐든 미루고 싶은 아침에 

더 가까이하고픈 첫 번째, 아니 고양이 다음의 두 번째 이름. 짧고 

얇은 내 행복에서 향기가 난다면 바로 이 향이다. 엉 빠썽.

한편 뒤춤을 지그시 눌러 자세를 곧추세우는 향은 로즈Rozu다. 싫

어하는지 아닌지조차 모를 만큼 감흥 없는 게 바로 장미 향인데, 이

걸 맡고 크지도 않은 코를 다쳤다. 장미 줄기가 어떻게 생겼더라. 가

느다랗고 삐뚤빼뚤했던가. 껄끄럽게 풍겼다가 포근하게 스미는 변

덕과 기품은 장미의 것이 맞다. 이 향이 언뜻언뜻 피어오를 때 나는 

부추겨지는 기분을 느낀다. 멋져지고 싶은 마음을 쭉 뻗고, 노인의 

총명했던 젊은 시절 얼굴을 떠올리고. 그럴 땐 몸 안의 생기가 뾰족

해진다. 이솝은 로즈를 출시하면서 굵은 나뭇가지에 솟은 얼음 결

정과 장미를 전시했다. 그들의 단정하고 그윽한 분위기를 줄곧 좋

아했지만, 이렇게 사로잡힌 적은 처음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밤낮으로 콧방울을 조인다. 읽거나 듣거나 말하

는 것과 달리 부작위의 시간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향뿐이

다.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문득문득 순간을 물들이니까. 이렇

게 쓰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숨을 들이마셨는지 모른다.

싸늘했던 공기가 은은한 온기와 햇볕 내음을 머금을 무렵이면 산책

하는 시간이 차츰 늘어난다. 봄이 온 것이다. 그러면 내 코는 바빠진

다. 수많은 향을 맡으며 조향할 때만큼 세상의 향들이 일제히 피어

오르는 이 시기에도 나의 감각이 다급히 움직인다. 

수많은 봄꽃 중 내 그림자까지 단번에 붙드는 향기를 고르라 하면 

단연 라일락이다. 화려하거나 강렬한 향이 아닌데도 도저히 스쳐 지

나갈 수 없다. 나무에서 피기 때문에, 꽃다발 속 꽃처럼 코를 박고 

향을 맡는 꽃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바람결에 섞여 내 코끝에 다다

르는 향이다. 

불시에 라일락 향기를 마주치면, 나는 번번이 숨바꼭질을 하게 된

다. 우선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운 좋게 바람이 불어

오는 방향에 라일락 나무가 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방을 둘러봐

도 라일락이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있다. ‘맞는데, 분명 라일락 향이 

나는데.’ 이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라일락 향은 사라졌다가 언뜻

언뜻 다시 나타난다. 그 향을 따라 뒷골목으로, 낯선 동네의 아파트 

단지로, 도심의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선다.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활짝 피어 있는 라일락을 만나게 된다. 의외로 작은 나무일 때도 있

다. 그럴 때면 경이로운 마음마저 든다. 몇 송이 안 되는 꽃으로 먼 

곳의 공기까지 물들이는 라일락과 그 향기에 대해. 서울 곳곳에 어

찌나 많은 라일락 나무가 심겨 있는지. 나는 다른 계절보다 봄날의 

약속에 더 자주 늦게 된다. 숨은 적도 없으면서 나를 술래로 만드는 

라일락 향기를 조향으로 꼭 만들어내고 싶었다. 1년에 길어야 3주 

정도 만개하는 라일락 꽃향기를 향수로는 사시사철 누릴 수 있을 

테니까. 조향하며 라일락에 대해 공부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

했다. 우리나라의 정향나무, 수수꽃다리, 미스킴 라일락, 개회나무, 

서양수수꽃다리(라일락) 등 다양한 품종이 외국에서는 모두 ‘라일

락’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고가의 해외 브랜드에서 출

시된 몇몇 라일락 향수가 내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 서울

의 봄을 거닐며 맡는 라일락 향기는 내가 조향한 라일락 향수 ‘라이

크 라일락’과 가장 닮은 것 같다. 파우더리하거나 무겁지 않고, 흙냄

새와 물기 어린 바람 내음이 살짝 섞여 있는 꽃향기. 부드럽고 은은

하지만, 존재감이 확실한 봄날의 라일락을 닮았다. 라이크 라일락

을 뿌리고 나선 길에서 라일락꽃을 마주치면 마치 친구를 만난 듯

한 기분이 든다. 코뿐만 아니라 온몸이 반응하는 것 같다. 이 향수를 

뿌리고 어느 외국 길거리를 거닐다 라일락꽃을 만나도 같은 느낌일

까? 아마 아닐 것이다. 라이크 라일락은 유년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

인 나의 봄이, 봄날이 녹아 있는 라일락 향이니까. 그러니까 이 향은 

나와 같은 땅에서 같은 향을 맡고 자란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불

러일으킬지도 모르겠다. 괜스레 그런 믿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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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고, 맞서고, 멀리서 바라보며

바다를 대하는 마음으로

차가운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까르르 웃던 어린 날의 바다가 ‘재미’였다면, 모래사

장 위에 밀려왔다가 멀어져가는 파도를 보기만 하는 지금의 나에게 바다는 ‘쉼’이다. 

아마 10년 후에는 같은 바다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

이 그러하듯 삶을 대하는 마음도 나이 듦에 따라 변해가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글
 이

다
은

ⓒ
<안

경
>

ⓒ
<그

 여
름

 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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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한
 바

다
>

어릴 적 내가 알던 바다는 ‘시끌벅적’과 ‘와글와글’이라는 두 단어가 뒤엉켜 있었다. 바다라기

보다는 해수욕장에 더 가까운 그 시절의 풍경을 떠올리면 귀가 아닌 눈과 머리로도 사람들의 

들뜬 음성이 들려온다.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나는 매년 그런 바다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캄캄한 밤, 아빠가 깊은 잠에 빠진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 감긴 눈으로 어제 싸놓은 짐 가방을 들

고 차에 올라탔다. 도로가 한산한 시간에 출발하기 위해서다. 아빠는 우리 가족을 태우고 낡은 

르망을 운전했다. 조수석에선 엄마가 무릎 위에 지도를 펼쳐두고 아빠가 졸지 못하도록 계속 

말을 걸고 간식을 먹여주었다. 스피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노래는 대부분 부모님 취향인 

올드 팝이었다.

If everybody had an ocean across the U. S. A. / Then everybody’d be surfin Like 

Californi-a / You’d seem’em wearing their baggies / Huarachi sandals too / A bushy 

bushy blonde hairdo / Surfin U. S. A.

- The Beach Boys ‘Surfin USA’

“미국 전역에 바다가 있다면 우리 모두 캘리포니아에서처럼 파도타기를 즐길 텐데….” 노래 소리

가 귓바퀴를 맴맴 돌았지만 우리 세 자매는 뒷자리에서 입을 헤 벌리고 창문의 진동을 머리로 덜

덜덜 흡수해 가며 잤다. 그때 나는 멋지게 바다를 가르는 꿈을 꾸었던가. 엉덩이가 배겨 눈을 뜨면 

차창 너머로 푸른 수평선이 보였다.

바닷가에 도착하면 상기된 얼굴로 바닷물이 허리께에 찰 때까지 걸어 들어갔다. 파도가 코앞까지 

밀려오기를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잘 맞춰 점프하면 부드러운 일렁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건 우리만의 ‘파도타기’였고, 제대로 즐기려면 몇 가지 관문을 거쳐야 했다. 먼저, 차가운 물에 

발끝부터 서서히 몸이 잠기는 아찔함을 견디고, 큰 파도에 휩쓸려 소금물을 한 바가지 마셔야 했

다. 어디 입뿐인가. 얼굴의 모든 구멍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파도타기 한 번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이 짜디짠 과정을 계속 반복한 이유는 당연히 재미있어서였다. 너무 재미있어서 모르는 사

람들과 섞여 바닷물의 차가움도 파도의 두려움도 잊고 입술이 파래질 때까지 놀았다. 

[Surfin USA]

The Beach Boys

MUSICPLAY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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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의 시게루는 나와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파도에 몸을 던진

다. 바다 가까운 동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 그는 여느 날처럼 길목을 지나다가 윗

부분이 부러진 채 버려진 서프보드를 발견하고, 마음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꾸역꾸역 망가진 

보드를 챙겨 집으로 돌아간다. 서핑슈트 한 벌 없이, 가내수공업으로 대강 손본 보드를 들고 성

큼성큼 바다로 걸어 들어간 그는 당연하게도 보드 위에 제대로 서보지 못한 채 첫 서핑을 마친

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티셔츠와 트렁크 차림의 초보 서퍼는 같은 바다에서 같은 실패를 반

복한다. 나였다면 성질을 부리며 이따위 고물 보드 꼴도 보기 싫다고 내던져 버렸겠지만 그는 

어쩐지 파도 맛에 중독된 것 같다. 보너스 월급으로 새 보드를 사고 보드 가게 사장님이 준 서핑

슈트를 입더니 실력도 한결 나아져 서핑 대회에도 참가한다. 이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 뒤

에는 여자친구 다카코가 있다.

실은 시게루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그건 다카코도 마찬가지여서 둘은 표정과 손짓으로 대

화를 나눈다. 처음 서핑을 시작했을 때, 연거푸 나가떨어지는 그를 보고 동네 친구들도 서핑 크

루들도 비웃기 바빴지만 다카코는 늘 뒤에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때로는 먼저 뛰어와 주었다. 

시게루가 훌렁 옷을 벗어 던지면 정갈하게 개어주었고, 보드를 들고 걸어가면 뒤에서 살짝 거

들어주었다. 영화는 두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덤덤하게 바라보게 한다. 단 한 번의 신

파도 없이, 장애로 인한 불편함과 괴로움보다 바다 안의 모습과 그걸 바라보는 얼굴을 오래오

래 비춰준다. 흐릿한 얼굴들 위에는 기쁨도 슬픔도 잠시 스쳐갈 뿐이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도, 다카코를 위한 사랑과 희생 때문도 아니라면, 시게루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바다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 걸까? 질문에 대한 답은 고물 보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를 바다로 이끈 건 부러진 보드지만 파도 위에 제대로 설 때까지 싸워 이겨낸 

건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시게루가 젊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청년이란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MOVIE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오직 그 문장에만 해당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었다. 그 소설이 어

떤 평가를 받을지, 그 소설로 인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

았다. 그저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그 문장뿐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았

던 모든 상처는 치유됐다.

- 김연수, 《청춘의 문장들》 중에서

좋은 마음이 생기면 주저하면 안 돼요. 머리에 떠오르면 바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 김지수,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디자이너 노라 노 인터뷰 중에서

가끔 ‘이렇게까지 대충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염려가 들 때, 이 몇 줄을 떠올리면 동경과 각

성의 마음이 동시에 고개를 들곤 한다. 무언가를 통해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를 치유받

다니. 작가는 소설을, 시게루는 서핑을 만났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아직 청춘을 구원해줄 만한 

일을 만나지 못했다. 노라 노 선생이 말한 ‘좋은 마음’도 발견하지 못했다. 어쩌면, 시게루처럼 

앞뒤 재지 않고 파도와 맞설 자신이 없어 그 마음들을 애써 외면하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기타노 타케시 | 로맨스, 멜로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김지수 | 어떤책

《청춘의 문장들》

김연수 | 마음산책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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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좀 더 살아본 이들은 그저 멀리서 파도를 바라보기도 한다. 영화 <안경>의 배경지는 휴대전화

도 터지지 않는 외딴 바닷가 마을로, 에메랄드빛 바다는 한 번의 풍랑도 인 적 없는 듯이 잔잔하다. 그

곳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건 바로 사색이다. ‘하마다’라는 작은 민박에 머무는 사람들은 언제부터인

지 자기 자신을 사색의 달인이라 칭한다. 하지만 삶에 지쳐 잠시 그곳을 찾은 외지인이자 손님 타에코

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잠도 아무렇게나 자고 밥도 아무 때나 먹고 싶은데 자꾸

만 함께 하겠느냐고 묻는 게 왠지 강요처럼 느껴진다. 하숙집 주인 유지 씨는 그렇다 쳐도 매년 봄 하마

다를 찾아온다는 손님 사쿠라 씨도 덩달아 타에코를 불편하게 한다. 아침마다 방 안까지 찾아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를 않나, 모래사장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요상한 동작의 체조를 하질 않나. 타

에코는 결국 며칠 만에 다른 숙소를 찾아 떠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점점 하마

다의 리듬에 맞추어 하염없이 바닷가에 앉아 있기를 즐기게 된다. 그들이 말하는 사색이 무엇인지도 점

차 알아간다. 특히 사쿠라 씨에게는 내밀한 마음도 털어놓을 만큼 마음을 열게 된다.

“‘지구 같은 거 사라져 버리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진. 무엇이 있는 걸까요, 여기 바다에는?”

“글쎄,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서 좋을는지도.”

“뭔가 바라는 것이 있나요?”

“네?”

- <안경> 중에서

사쿠라 씨의 빙수 가게에 앉아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나눈다. 사쿠라 씨는 “네?” 하고 되묻는 

타에코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말없이 빙수 한 그릇을 만든다. 그들이 대화를 나눈 빙수 가게

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쉼터인데, 빙수값은 곱게 접은 색종이나 먹거리, 만돌린 연주 

같은 것으로 지불한다. 바다를 향하고 있는 벤치에 앉아 오물오물 얼음을 씹는 사람들을 보니 

혼자 생각에 잠기는 데 빙수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신중

하게 팥을 끓이고 얼음을 갈던 사쿠라 씨의 고집도 그제야 이해됐다. 

먼 길을 돌아온 뒤 여기에 남은 내가 먼 옛날 내 모습과 달라진 것은 뭔가. 

난 아직 찾던 것은 모르고 안다고 믿었던 건 잊었고 바람결에 씻겨 가.

- 이적, ‘먼 길을 돌아온 뒤’

사쿠라 씨는 무엇이든 ‘초조해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좀처럼 조급해

하지 않는 어른이다. 그리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찾던 것은 모르고 안다고 믿

었던 건 잊으며’ 바다를 찾아왔을 매년 봄, 그녀가 흘려보낸 감정은 사랑일까, 그리움일까. 아니

면 분노나 절망처럼 어두운 쪽일까. 아무래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것들이 더는 그녀를 괴롭

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파도는 ‘쏴아-’ 하고 밀려왔다가 ‘철-썩’ 하고 내리치며 한순간 잠잠해지기도 한다. 우리에게는 

내리치는 파도에 뛰어들 용기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한 바다를 바라보는 내려놓음도 필

요하다. 청춘을 다 보내고 나면 그런 식으로 어른이 되기도 하니까.

[나무로 만든 노래]

이적
<안경>

오기가미 나오코 | 코미디, 드라마

P
L

A
Y

L
IS

T

MUSICMOVIE



S
E

O
U

L
M

A
D

E
12

8

12
9

서울메이드를 만나다

카페스콘

A.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72

H.  instagram.com/cafe_skon
T. 02 323 7076

O. 매일 10:00-22:00

‘연남동’이라는 글자를 건물로 만들어 놓은 듯한 카페스콘. 깔끔한 화이트 톤의 외관과 통통 튀는 색감의 

소품은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1층부터 2층, 그리고 야외 루프탑까지 취향에 맞게 자

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기분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스콘의 

또 다른 매력은 디저트에 있다. 이곳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귀여운 노란색의 포장지로 

돌돌 만 ‘레몬 케이크’다. 상큼한 레몬 코팅과 부드러운 빵의 촉감은 ‘스콘에 오길 잘 했다.’라고 느낄 만큼 

매력적이다. 두 번째로 생각나는 건 ‘월넛 초코쿠키’다. 바삭하고 담백하고 달콤한 맛은 기본이고, 쿠키 위

에 올라간 웃는 표정의 데코레이션은 이곳에서의 시간을 조금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스콘에서 기분 전

환이 필요할 땐 레몬 케이크를, 달콤함이 필요할 땐 월넛 초코쿠키를 주문해보는 게 어떨까? 사소한 것이 

때로는 큰 힘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 말이다.

©이미현

카페스콘 속 

서울메이드 코너

카페스콘에 서울메이드 코너가 오픈했다. 새롭게 리뉴얼된 서울메

이드 14호부터 앞으로 발행될 신간 모두 이곳에서 구매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메이드 프리미엄북의 내용을 일부 볼 수 있는 미니

북 또한 함께 비치되어 있으니 달콤한 디저트와 음료를 즐기며 서

울메이드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 

PLACE

©하나

©김채은

글
 김

채
은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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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STORE

교보문고

동양서림

영풍문고

아크앤북 신촌점

아크앤북 시청점

어쩌다 산책

라이프북스

카페스콘

동아서점

문우당서림

ONLINE STORE

교보문고 kyononook.co.kr

영풍문고 ypbooks.co.kr

알라딘 aladin.co.kr

YES24 yes24.com

AROUND a-round.kr

E-BOOK STORE

교보ebook digital.kyobobook.co.kr

리디북스 ridibooks.com

조인스 프라임 joins.com

PREMIUM BOOK

서울메이드 프리미엄북을 

만날 수 있는 공간

《SEOUL MADE》 미니북은 매거진의 일부 내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소책자입니다. 
아래의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PREVIEW MINI BOOK

미니북을 

만날 수 있는 공간

CAFE

테라로사

서울 광화문점, 서울 현대미술관점, 서울 예술의전당점, 

서울 포스코센터점, 서울 길동점, 경기 동

탄호수점, 경기 판교점, 부산 수영점, 제주 서귀포점, 

강릉 임당점, 강릉 경포호수점, 강릉 본사

슬로우포레스트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5길 20

카페스콘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72

커피발전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49

mk2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17

BOOK STORE

라이프북스

서울, 부산

아크앤북

시청점

땡스북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6길 57-6, 1층

어쩌다 책방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9길 74

동아서점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108

문우당서림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5

DESIGN SHOP

오브젝트

홍대점, 삼청점, 삼덕점, 서면점

제주 선흘점, 성수점, 본사

구매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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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ADE SUBCRIBE

정기구독 안내

어라운드의 시선을 더해 리뉴얼한 《SEOUL MADE》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서울 산업을 이끄는 브랜드와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매 호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구독 신청

a-round.kr → SHOP → SEOUL MADE

정기구독 혜택

서울메이드(총 12권) + 배송비 무료 + 10% 할인

재구독 혜택

정기구독이 끝나고 다음 호가 나오기 전까지 재구독을 해주신 분들에게 20% 특별 할인을 적용해 드립니다.

구독 관련 문의

070 8650 6378

around@a-ro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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