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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일상 속 작은 습관까지 균형 
있게 채워 나가는 이너뷰티Inner Beauty는 우리 삶에 중요한 
키워드다. 웰니스 뷰티 브랜드 노티프는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영양소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건강식품을 소개한다.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수면에 도움을 주는 ‘무드나잇 타트체리’, 국내 최초로 병풀과 

4세대 식물성 콜라겐을 함유한 ‘트리플 시카 콜라겐’ 등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현대인들의 웰니스 라이프를 제안한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 나만의 밸런스를 찾고 싶다면 노티프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H. notif.co.kr



서울메이드 매거진은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다양한 서울의 브랜드를 살피고,
더 나아가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소비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서울의 브랜드 스타터들이 눈여겨 볼 브랜딩과 마케팅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seoulmade.comseoulmade.com

정
기
구
독

 페
이
지

 링
크

ISSUE NO.25 ISSUE NO.26 ISSUE NO.27 ISSUE NO.28

ISSUE NO.1 ISSUE NO.2 ISSUE NO.3 ISSUE NO.4 ISSUE NO.5 ISSUE NO.6 ISSUE NO.7 ISSUE NO.8

ISSUE NO.9 ISSUE NO.10 ISSUE NO.11 ISSUE NO.12 ISSUE NO.13 ISSUE NO.14 ISSUE NO.15 ISSUE NO.16

ISSUE NO.17 ISSUE NO.18 ISSUE NO.19 ISSUE NO.20 ISSUE NO.21 ISSUE NO.22 ISSUE NO.23 ISSUE NO.24

SEOUL MADE SUBSCRIPTION

정기구독 안내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다양한 서울의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 신청

a-round.kr → SHOP → SEOUL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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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YOND THE BEAUTY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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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성별, 체형에 경계 없이 저마다의 매력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가 세계를 물들이고 있다. 그 중심에서 K‐뷰티는 
세계적인 트렌드 현상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가까운 일본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그들은 우리의 무엇에 열광하는 걸까. 
우리는 이 질문을 돋보기 삼아 새로운 세대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을 들여다봤다. 

BEYOND THE BEAUTY

TOPIC LETTER



서울은 아름다움이 물씬 묻어나는 뷰티 산업 도시를 꿈꾼다. 흐
드러지게 핀 꽃밭, 광택이 흐르는 몽환적인 풍경. 현재를 초월한 
듯한 아트디렉터 NSH의 작품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서울의 
미래를 상상해본다.

Glossy Seoul

NSH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현해 나가고 있는 아

트디렉터이자 그래픽 디자이너 남승현. 일상적인 풍경에서 떠오르는 영감

과 상상력을 과감하게 표현한 그의 작품은 초현실적인 신비감을 준다. 에스

파, 스윙스, 양다일, 2AM 등 여러 뮤지션의 앨범 커버를 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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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인 ‘뷰티’. 그 세계는 참으로 광활하고 아름답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소개한다. 2022년을 관통하는 뷰티 키워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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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지금 알아야 할 

뷰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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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상 세계에서나 등장할 법한 비현실적인 
메이크업으로 기하학적이고 독특한 패턴의 아이 
메이크업이 특징이다. 블루, 핑크, 그린, 실버 등의 
화려한 색상에 글리터, 크리스털 스톤과 같은 
아이템을 더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Cyber Make–up 
사이버 메이크업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오일을 
사용해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 안정을 회복하는 
치유법을 뜻한다. 소량의 오일을 침구에 몇 방울 
묻히거나 가습기에 떨어트리면 숙면과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Aroma Therapy
아로마 테라피

밝은 톤으로 눈썹을 탈색했다는 뜻의 블리치드 
브로우는 ‘2022 멧 갈라Met Gala’에서 미국의 
모델 켄달 제너Kendall Jenner가 선보이며 많은 
셀러브리티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골드 화이트 
컬러로 피부색과의 경계를 흐릿하게 탈색해 ‘눈썹 
실종 룩’으로 불리기도 한다. 

Bleached Brow  
블리치드 브로우

피부 과학을 의미하는 ‘더마톨로지Dermatology’와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Cosmetic’의 합성어로, 
피부에 무해한 원료에 자극받은 피부의 진정을 돕는 
성분을 첨가해 만든 안전성이 검증된 화장품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더마코스메틱 
제품군을 ‘약국 화장품’으로 통용하기도 한다.

Dermacosmetic
더마코스메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던 뷰티 산업이 
빠른 속도로 온라인화되고 있다.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뷰티 브랜드를 큐레이팅하는 서비스를 통해 주요 
고객층을 섭렵하고 있다. 플랫폼에 따라 소개하는 
브랜드도 조금씩 다르다.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무신사는 삐아, 네이밍 등 인스타그래머블한 
브랜드를 입점시켰고, ‘나에게 꼭 맞는 장보기’를 
제공하는 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는 
친환경 비건 화장품 브랜드인 아로마티카, 비플레인 
등을 입점시켰다. 

E–Beauty 
뷰티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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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뷰티 인플루언서 에이바Ava Lee로부터 시작한 
젤로 스킨은 꿀광, 물광, 속광을 지나 현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피부 표현법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젤리 
브랜드인 젤로Jell‐O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 붙여진 
젤로 스킨Jello Skin은 젤리처럼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일컫는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촉촉해 보이도록 커버하는 것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꾸준히 관리해 피부 본연의 상태를 가꾸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Jello Skin 
젤로 스킨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화해도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뷰티 철학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너뷰티다.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파악해 
영양제를 챙겨 먹고,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기 
위해 콜라겐 에센스를 마시고, 두피 건강을 위해 
잘 고른 헤어 제품을 사용하는 일. 이렇듯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일차원적인 개념을 넘어서 작은 
생활 습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가꾸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이너뷰티가 시작된다.

Inner Beauty
이너뷰티

모델 헤일리 비버Hailey bieber가 ‘2022 멧 
갈라Met Gala’에서 선보인 일명 ‘글레이즈드 
도넛 네일’이 그의 화려한 의상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말 그대로 ‘글레이즈드 도넛’을 연상케 하는 
은은하면서도 반짝거리는 네일 아트가 틱톡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헤일리비버네일’ 비디오 조회수가 
무려 360만에 달했다. 

Glazed Donut Nail 
글레이즈드 도넛 네일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는다는 뜻의 파운데이션 
프리. 톤업 크림이나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 
등 최소한의 아이템만으로 잡티를 가려 생기 
있고 건강한 피부를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피부 
트러블을 커버하기 보다는 자신의 피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당당한 이너뷰티까지 실현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성분의 비건 화장품을 사용하며 
스킨케어 단계를 줄이는 뷰티 미니멀리즘과도 
맞닿아 있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Foundation Free  
파운데이션 프리

F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등 현시대를 대표하는 
스타일 아이콘으로 주목받는 미국 모델 헤일리 비버. 
틱톡에서 약 1,0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는 
그가 선보이는 스타일은 언제나 트렌드의 중심을 
차지한다. 늘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 진취적인 
태도로 패션·뷰티 마니아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스킨케어 브랜드 ‘로드Rhode’를 론칭하며 
‘글레이즈드 도넛 네일’에 이어 ‘글레이즈드 도넛 
스킨’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Hailey Biber
헤일리 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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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나노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모공보다 입자 크기가 
커서 민감성 피부에도 자극이 없고, 무기자차 
성분과 더해졌을 때 백탁 현상과 끈적임을 해결해 
안전하면서도 깨끗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한다.

Non–nano 
논나노

2019년 ‘Old Town Road’로 유명세를 떨친 
릴 나스 엑스가 지난 8월 입생로랑 뷰티Yves 

Saint Laurent Beauty의 앰배서더로 발탁되었다. 
입생로랑 뷰티는 릴 나스 엑스를 통해 젠더의 한계를 
깨며, 어떠한 경계도 없는 오늘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한다. 입생로랑 뷰티의 미국 총책임자는 
‘릴 나스 엑스의 개성과 열정은 차세대 아름다움에 
희망을 실어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Lil Nas X
릴 나스 엑스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문화와 트렌드를 아우르는 대명사 ‘K‐뷰티’는 

2010년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을 불러일으킨 
소녀시대로부터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별에서 
온 그대> 같은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 한류 
스타들의 메이크업이 각광받기 시작하며 일본과 
홍콩, 동남아시아, 미국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기를 끌었다. K‐뷰티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며 현시대의 아름다움을 주도한다.

K–Beauty  
K‐뷰티

K

립스틱이 블러셔로, 블러셔가 아이섀도가 되는 
마법의 화장품이 바로 멀티 유즈 아이템이다. 
사용법에 한계를 두지 않고 단 하나의 제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화장품을 
말한다. 멀티 유즈 제품으로는 틴트, 멀티밤, 펜슬, 
아이섀도부터 향수까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다.

Multi Use
멀티 유즈

P
Patz Make–up 
파츠 메이크업

보석은 이제 귀와 목의 전유물이 아닌, 아이 
메이크업 아이템 중 하나가 되었다. 글리터 파츠나 
크리스털, 젬스톤 스티커로 눈에 별빛이 내리는 듯한 
포인트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헐리우드 스타 루시 
보인턴Lucy Boynton은 속눈썹에 작은 진주 비즈와 
투톤 크리스털을 붙였고, 블랙핑크 리사는 눈가에 
젬스톤 스티커를 붙여 반짝이는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했다.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로 알려진 버질 
아블로Virgil Abloh가 2012년 론칭한 
스트릿 브랜드 오프화이트에서 뷰티 라인 
‘페이퍼워크PAPERWORK’를 공식 론칭했다. ‘인종,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의 개성을 존중하며 
포용하는 뷰티’를 모토로 향수, 네일 폴리시, 
메이크업 등 세 가지 카테고리의 제품을 선보인다.

Off–White™
오프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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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루틴’이라고 
칭한다. ‘습관’과 ‘루틴’을 혼동하기 쉬운데, 습관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무의식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라면, 루틴은 습관화된 행동을 순서화해 
의도적으로 쌓아가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생활의 
범위를 넘어 일과 뷰티,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각자만의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다.

Routine
루틴

앞서 언급한 글레이즈드 도넛 네일과 젤로 스킨, 
태너를 얼굴에 발라 착색시킨 뒤 마치 음영 화장을 
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탠투어링Tantouring, 
점액질처럼 되어 있는 보습제를 얼굴에 듬뿍 
바르고 숙면을 취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슬러깅Slugging 등 작지만 알찬 뷰티 팁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틱톡에서 시작되었다. 이렇듯 
뷰티 고수가 아니더라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틱톡 
메이크업은 얼굴형도 이목구비도 다른 동서양인의 
경계를 허물며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전 세계인의 
욕구를 단합시켰다.

TikTok Make–up
틱톡 메이크업

패션 인플루언서이자 DJ로 활동하는 쌍둥이 
자매 시미 카드라Simi Khadra와 헤이즈 
카드라Haze Khadra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자신들의 오묘하면서도 독창적인 미적 특징을 
‘아포칼립틱(종말론적 툼 레이더)’이라 명명하며,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미헤이즈 뷰티’가 
탄생했다. 홀로그램과 네온 컬러로 제작된 
아이플레이 스티커와 감각적인 색상의 립 라이너, 
립밤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었다.

Simihaze Beauty
시미헤이즈 뷰티

U
평소 매니큐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미국 
뮤지션 머신 건 켈리Machine Gun Kelly는 젠더리스 
네일 브랜드 언던 래커를 론칭했다. ‘매니큐어는 
진정한 자기표현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해왔던 그는 
‘2022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검은색 베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박은 남다른 감각의 네일 
아트로 주목받았다. 그의 뷰티 철학만큼이나 개성이 
톡톡 튀는 팝 펑크스타일의 네일 비주얼도 눈여겨볼 
만한 요소. 언던 래커 브랜드 캠페인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N/DN LAQR
언던 래커

유행과 상관없이 빠른 시간 내에 메이크업을 
완성하게 돕는 제품들은 현대인에게 필수다. 헤어 
팩, 트리트먼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올인원 
헤어 에센스나 한 장 뽑아서 
닦아내기만 하면 화장이 
말끔하게 지워지는 클렌징 
티슈가 그 예. 퀵 메이크업은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15분 간단 메이크업’처럼 
빠르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메이크업을 
일컫기도 한다.

Quick Make–up 
퀵 메이크업

식습관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을 거쳤거나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을 지양하는 
비거니즘이 늘고 있는 트렌드에 발맞춰 작은 신생 
브랜드부터 규모가 큰 브랜드까지 비건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다. 자연에서 유래한 친환경 성분만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이 보장되어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비건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크루얼티프리Cruelty‐free’ 
제품인지, 비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Vegan Beauty
비건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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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력을 높여주는 워터프루프 베이스 메이크업 
팁이 등장했다. 물을 채운 유리잔에 수성 
파운데이션 몇 방울을 떨어뜨린 뒤, 바닥에 
가라앉은 파운데이션을 브러시에 묻혀 얼굴에 펴 
발라주면 워터프루프 베이스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파운데이션과 물이 만나면 수분이 증가해 텍스처가 
얇아지고, 바르는 순간 수분기가 빠르게 증발해 얇은 
막을 형성하여 지속력을 높여주는 원리다. 

Waterproof Foundation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

‘컬래버레이션’을 뜻하는 기호 X는 뷰티, 패션, 
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용된다. ‘브랜드 X 
디자이너’, ‘브랜드 X 셀러브리티’ 등 ‘A X B’의 
형태로 기술되며, 서로 다른 주체가 협업해 최상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뷰티 
업계에서의 컬래버레이션 또한 다양하고 폭넓은 
양상으로 나타나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패션 
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 등과의 협업을 선보인다. 

X
컬래버레이션

Z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를 장악했던 
‘세기말 감성’이 가득한 Y2K 메이크업이 돌아왔다. 
모두가 인류의 멸망을 예고하던 1990년대 말에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너나 
할 것 없이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바빴던 그 
시절 메이크업이 2022년 지금, 서양 하이틴 무드를 
타고 귀환한 것. 핑크의 향연과 반짝거리는 글리터, 
물을 머금은 듯한 입술이 돌아온 Y2K 메이크업의 
포인트다.

Y2K Make–up
Y2K 메이크업

ZEPETO
제페토

국내를 대표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뷰티 
브랜드가 속속들이 입점하기 시작했다. 디올Dior은 
제페토와 협업해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을 출시했고, 
에뛰드ETUDE는 베스트 셀링 제품인 ‘픽싱 틴트’와 
‘그림자 쉐딩’으로 가상 메이크업을 경험하면서 
인증샷도 남길 수 있는 포토 부스를 구현했다.



B
R

A
N

D
 S

T
O

R
Y

S
E

O
U

L M
A

D
E

2322

하늘 아래 똑같은 사람은 없고, 그렇다면 이 땅 위의 뷰티 산업은 얼마나 큰 가
능성을 품고 있는가. 산업과 문화가 꽃피는 도시 서울은 지금 차세대 뷰티의 장
으로 거듭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뷰티 시장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Move

LOOK

무신사

ISSUE

서울산업진흥원

COLUMN

글로벌로 뻗어가는 K‐뷰티

HASHTAG

#리필스테이션 #리추얼 #비건지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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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의 영향으로 뷰티업계 유통 채널에 지각 변동이 일었다. 오프라인 매장
으로 향하는 발길이 줄어들고,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
요가 늘어남에 따라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들은 앞다퉈 뷰티 카테고리 경쟁력 강
화에 힘쓰기 시작했다. 온라인 뷰티 경쟁이 치열해진 시기에도 MZ세대의 전폭
적인 지지를 받는 무신사 뷰티는 흔들림 없이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LOOK

스타일리시한 

뷰티의 탄생

글
 현
예
진

   사
진

 임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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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패션 플랫폼 1위 무신사에서 2020년 4월 ‘무신사 뷰티’를 론칭했다. 패션을 
주력으로 선보이던 플랫폼이 화장품 분야 카테고리를 신설해 본격적인 외형 확장에 
돌입한 것이다. 무신사는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무신사 뷰티 역시 전문관에 해당한다. 전문관 서비스는 기존의 플랫폼과 
분리된 것이 아닌, 무신사 메인 화면에 앱인앱App in App 형태로 기능한다. 이러한 
전문관 서비스 전략은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은 카테고리의 상품을 소개하고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론칭과 동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무신사 뷰티 전문관은 올해 상반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0퍼센트 이상 성장했다. 뷰티 유통 채널 경쟁이 치열해짐에도 굳건한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반기에만 

200여 개 브랜드가 추가 입점해 현재까지 1,000개 이상의 뷰티 브랜드가 무신사와 
함께한다. 다양한 입점사 제품과 더불어 남성 뷰티 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코스메틱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는 점 또한 메리트다. 해당 컬렉션은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무신사 스탠다드’의 뷰티 버전으로, 맨즈 뷰티 트렌드를 정조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무신사 뷰티는 ‘스타일리시한 뷰티’를 지향한다. 다양한 뷰티 상품은 물론 뷰티 
스타일링 콘텐츠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무신사 뷰티의 차별화된 포인트다. 타 
플랫폼에서는 단순 나열식으로 상품을 진열하는 반면, 무신사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와 상품을 매력적으로 소개한다. 프로모션 혹은 매거진 형식의 콘텐츠로 
제공하며, 입점 브랜드 중에서 콘셉트에 맞는 브랜드 및 상품을 선별해 제공한다. 이런 
전략은 비교적 인지도가 부족한 중소 브랜드에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 규모가 작은 신진 
브랜드의 경우 대대적인 바이럴 마케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무신사는 이러한 중소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 자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원한다. 

뷰티가 패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품군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무신사 뷰티는 패션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라면 외형을 가꾸는 뷰티에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패션과 
뷰티를 동시에 소구할 수 있는 스타일링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패션과의 연결고리가 
두드러지는 뷰티 콘텐츠의 경우 패션 제품을 보기 위해 유입된 고객이 자연스럽게 
뷰티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흐름이다. 패션에 특화된 플랫폼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뷰티 고객을 확충하고, 경계 없는 스타일 쇼핑을 가능케 한 무신사 뷰티. 이들은 
현재까지도 매력적인 콘텐츠를 도구로 뷰티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무신사가 만든 

뷰티 카테고리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콘텐츠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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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신사 뷰티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 양성찬입니다. 뷰티팀은 무신사의 신규 
사업 중 하나인 ‘뷰티 비즈니스’의 MD부터 채널 브랜딩, 마케팅, 콘텐츠 제작까지 뷰티 
카테고리 성장을 위한 전반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무신사 뷰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무신사의 뷰티 카테고리 서비스로 단순히 패션과 뷰티로 나누어져 있는 경계를 허물어 
패션과 함께 나만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뷰티 브랜드만을 위한 
전문관을 운영하며 무신사가 직접 제작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무신사가 뷰티 분야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한 이유가 궁금해요.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신규 고객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카테고리 확장이 
필수인데요. 무신사의 핵심 가치인 패션 인접 카테고리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선시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뷰티까지 확장하게 됐어요.

다른 버티컬 커머스에서도 앞다퉈 뷰티 라인을 신설하고 있죠. 무신사 뷰티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브랜드와의 동반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무신사는 단순히 
상품을 나열해 판매하는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과는 브랜드를 소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무신사의 강점을 활용해 다양한 뷰티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노출되도록 섹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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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팀 리더 양성찬

세분화했어요. 랭킹, 매거진, 코디 등 지속적인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고 있죠.

두 번째는 콘텐츠를 자체 생산한다는 점이에요. 전문화된 내부 인력과 함께 패션과 연계된 
메이크업 스타일링 콘텐츠를 전개하고 있어요. 뷰티를 주제로 하는 매거진 리포트, 모델 
화보,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 무신사의 콘텐츠 역량을 통해 무신사만이 할 수 있는 입점 
브랜드 홍보와 고객 간접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신사 뷰티 론칭 초반부터 3년 차인 지금까지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무신사에 뷰티 카테고리가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뷰티 카테고리의 성비와 브랜드 풀의 변화인 것 같아요. 3년 전만 해도 남성 
고객이 많은 서비스 특성상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중 남성 비중이 높았는데요. 
지속적으로 여성 고객의 유입이 확대되더니, 작년부터는 여성 고객의 구매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브랜드도 여성 브랜드나 남녀 모두 포괄하는 브랜드가 많아졌고요. 고객에게 
익숙한 브랜드도 대거 입점해서 이제는 1,000여 개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작년부터 무신사 스토어의 주요 신규 카테고리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전사적인 TF가 
뷰티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뷰티 카테고리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팀, 미디어본부, 프로덕트 등 무신사의 각 부문에서 뷰티만을 위한 전사 TF가 
구성되었고,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뷰티팀의 구성원이 그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도 내부적인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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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에 특화된 서비스 특성상, 뷰티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기존 고객의 뷰티 제품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었나요? 
뷰티 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MD의 큐레이션 역량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무신사 스토어에는 브랜드 이슈에 맞춘 브랜딩 및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자체 프로모션 
제도가 있어요. 내부 MD들은 프로모션 기간에 고객이 필요한 브랜드와 상품을 잘 찾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죠. 고객 특성에 맞는 세일 프로모션 
기획과 뷰티에 특화된 콘텐츠 발행 그리고 CRM(고객관계관리) 마케팅을 활용해 기존 
무신사 스토어 회원에게도 무신사 뷰티를 알리고 접점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집중했어요.

뷰티 고객에 특화된 콘텐츠를 발행하신다고요. 
무신사의 핵심 가치인 패션과 함께 매주 뷰티 스타일링 콘텐츠를 제안하고 있어요. 현재는 
메이크업처럼 시각적으로 잘 표현될 수 있는 카테고리를 패션과 연계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패션과 연계된 뷰티 스타일링 콘텐츠는 오직 무신사에서만 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향후 발행될 콘텐츠에 향수, 스킨케어 등 다양한 상품군을 담아낼 
예정이에요. 

무신사 뷰티 론칭 후 기존 패션 상품을 즐겨 구매하던 무신사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초창기에는 ‘무신사 스토어에서 뷰티도 취급해?’라며 놀라는 고객분들이 많았어요. 
적극적으로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보통 자신을 표현하고 꾸미는 데 관심이 
높아요. 주로 구매하는 채널에서 뷰티 제품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브랜드를 무신사 뷰티에서 만날 수 있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주요 타깃인 MZ세대가 무신사 뷰티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이커머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뷰티 콘텐츠와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한 
상품 구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해요. 동시에 기존 구매 채널인 무신사 
스토어 안에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도 
매력적이고요. 다양한 브랜드 풀을 활용한 재미있는 협업도 무신사 뷰티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무신사 뷰티는 론칭과 동시에 빠르게 성장했죠. 견고한 성장세의 배경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무신사 스토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어요. 무신사는 국내 1위 패션 플랫폼인 만큼 약 1,0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월간 400만 명 이상의 MAU(월간 이용자 수)를 자랑하는 플랫폼이에요. 탄탄한 고객층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상품을 소싱하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단순한 구매를 넘어 하나의 커뮤니티이자 뷰티를 포함한 스타일링 놀이터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뷰티 업계는 팬데믹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산업 중 하나로 알고 있어요. 무신사가 
제공하는 비대면 쇼핑 형태가 숨통을 틔어줬으리라 생각해요. 
전년 기준 뷰티 소매 거래액 중 약 42퍼센트 이상이 온라인 거래액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뷰티 카테고리의 구매처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이전부터 나타난 소비 트렌드예요. 팬데믹으로 인해 속도가 더 빨라졌을 뿐, 디지털이 
보편화된 시대에 필연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비대면 쇼핑에서 중요한 점은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뷰티의 경우 사용성을 살펴야 하는 카테고리인 만큼, 경험의 확대를 
위해 입점 브랜드 샘플링 지원 및 상품 정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 뷰티 
브랜드들은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관심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뷰티 산업에서 큰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아요. K‐뷰티에는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뷰티 관계자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K‐뷰티의 강점은 상품력과 트렌드를 리딩하는 
속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민한 한국인 피부에 맞춰 진화해온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들은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을 만큼 뛰어난 상품력을 자랑해요. 
더불어 국내 뷰티 시장은 기민하게 변화를 수용하고 트렌드를 제안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 브랜드들이 현재 글로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중국 시장의 어려움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다른 활로를 개척하면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 시장의 K‐뷰티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을 살펴보면 중화권 국가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편이었는데요. 최근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국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수출액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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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했어요. 기존에 중국에 집중되었던 수출처는 미국나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넓어졌고요. 이런 현상에 따라 화장품 기업들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차별화된 콘셉트와 상품력을 보유한 
브랜드들이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국내 뷰티 브랜드와 동반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돋보여요. 진행하고 계신 서울 중소 뷰티 
브랜드 육성 캠페인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좋은 제안을 주신 덕분에 올해 하반기 무신사의 동반 성장 가치를 
담은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 소재 중소 뷰티 브랜드가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무신사 스토어를 통한 전방위적 마케팅 세일즈 프로모션과 
동대문 DDP에서 다양한 고객과 만나고 브랜드를 소개할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에요. 
서울 중소 뷰티 브랜드와 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외에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브랜드를 위해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해요. 
규모가 작은 브랜드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 기획부터 콘텐츠, 마케팅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신규 브랜드를 소개하는 이벤트와 매거진, 코디숍 등의 콘텐츠 
참여 기회와 ‘웰컴 브랜드 쇼’ 프로모션 기획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죠. 이와 함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에 옥외광고를 
운영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요.

무신사가 중소 브랜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신사는 6,5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한 플랫폼으로, 브랜드의 성장은 물론 패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무신사의 성장과 중소 브랜드의 성장은 맞물려 있고, 
나아가 패션 산업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브랜드와의 동반 성장을 핵심가치로 삼아 브랜드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거든요. 무신사의 성장 비결은 최고의 판매 채널을 넘어서 브랜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브랜드 라인업이 국내 인디 브랜드부터 글로벌 브랜드까지 다양해요. 입점사 선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품만을 취급하는 오픈 마켓이나 종합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패션, 뷰티, 라이프 등 트렌디한 스타일이 공유되는 커뮤니티이자 유통 플랫폼이라는 
특성에 맞춰 각 브랜드에 집중해 입점사를 선정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입점사 선정 
기준은 브랜드로서 가치나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야 하며, 품질에 관한 방향성 역시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입점사를 확장해 나가실 건가요? 
인디 브랜드, 더마코스메틱, 프리미엄 라인 등 다양한 포지션의 입점사들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뷰티를 무신사 내에서 소구할 수 있을 때까지 브랜드 입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해요. 무신사 뷰티 성장과 함께 많은 
브랜드 관계자분들이 입점을 제안하고 계신 만큼, 뷰티 브랜드가 무신사 안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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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진출에 가속을 내고 계시죠. 이러한 흐름 안에서 
무신사 뷰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향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뷰티 브랜드를 선별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 무대에 진출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무신사를 통해 
손쉽게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요. 결제, 
물류, 고객 서비스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면서 동반 성장의 가치를 꾸준히 지켜나갈 계획이에요.

글로벌 버전이 출시된다면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든든한 토대가 되겠네요. 
우선적으로 패션과 연관성이 높은 뷰티 카테고리 브랜드를 무신사 
글로벌과 연계해 마케팅을 운영해나갈 예정이에요. 국내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해외 채널 확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무신사 뷰티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무신사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패션을 정말 사랑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전개하는 유통·마케팅 플랫폼이라는 점이에요. 현재 저희 
팀도 뷰티에 깊은 애정을 가진 분들로 구성된 만큼, 모든 팀원이 
뷰티를 더 뷰티스럽게 보여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차별화된 
뷰티 콘텐츠와 서비스로 꾸준히 성장하는 게 목표에요. 성별과 
연령, 패션과 뷰티의 경계를 넘어 가치 있고 트렌디한 상품과 
콘텐츠를 만나고 발견하는 곳이 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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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뷰티 오아시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 약 370평 규모의 서울 뷰티패션 라
운지 ‘B the B’가 개관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곳을 자연 친
화적인 바이오필릭 콘셉트 공간으로 조성해 서울시민의 발걸음을 
이끌고자 한다. 9월 말 오픈 예정인 B the B는 서울의 아름다움
과 라이프스타일을 이끄는 뷰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이고, 
한국의 글로벌 뷰티 산업을 진흥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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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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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뷰티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서울 뷰티패션 라운지 ‘B the B’가 
서울산업진흥원의 주도로 서울시민을 만난다. B the B는 한국 뷰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 테마와 그에 어울리는 제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보일 예정이다. 

뷰티의 개념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환경과 개인의 내면 같은 삶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뷰티 산업은 더는 제품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스토리로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할 수 있는가’로 그 중요성을 
평가받으며 사람들의 삶 전반에 기여하는 형태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B the B 개관은 한국의 뷰티 산업이 전 세계 흐름을 리드할 수 있도록 도약하는 타이밍을 
만들어낼 것이다.

B the B는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머무는 공간인 동시에 브랜드 라운지와 라이프스타일 
라운지, 뷰티 테크 라운지, 다양한 팝업과 이벤트로 뷰티 산업을 일상과 더 가깝게 
연결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뷰티 산업의 제품과 기술을 체험하고 
이해를 돕는 전시 공간, 뷰티 산업 발전 과정의 맥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시민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Beyond 
The 
Beauty

공간의 기본 콘셉트인 ‘바이오필리아Biophilia,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는 
울창한 삼림이나 풀숲으로 덮인 초원과 같이 자연의 요소를 공간에 자연스럽게 
구현해내는 방식을 택한다. 자연의 이미지는 지속가능한 산업의 이미지를 대변하며, 
친환경을 바탕으로 한 사업 전개와 이너뷰티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삭막한 도심 속 휴식을 제공해 방문자들의 긴 체류를 이끌어냄으로써 직접 
찾아가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DDP 디자인 장터에 설치되는 B the B는 약 370평(전시장 약 170평, 복합문화공간 약 

200평)으로, 서울 유망기업 상설 전시장과 뷰티복합문화공간으로 나뉜다. 서울 유망기업 
상설 전시장은 SBA 기획 운영 공간으로 브랜드 라운지와 라이프스타일 라운지로 
나뉘어 테마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관련 제품을 선보인다. 자연 형태를 살린 장소에서 
제품의 이미지를 공감각적으로 느끼도록 전시를 구성해 휴식과 이동 사이에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의 기술과 상품을 접하게 하는 형태다.

서울시 대행으로 운영하는 뷰티복합문화공간은 서울형 뷰티의 메인 키워드인 ‘스마트’, 
‘에코’, ‘디지털’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다양한 콘텐츠로 영감을 주고, 
유연한 공간 구성으로 휴식과 소통을 선사한다. 뷰티 테크 라운지에서는 최신 뷰티 
테크놀로지와 미래의 뷰티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해볼 수 있다. 자연 요소와 스마트 미러를 
결합한 전시로 공간 경험을 확장하고, 제품 제작에 직접 기여하는 스마트 재배기와 시티 
팜을 운영해 친환경 뷰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었다. 크리에이티브 
라운지에서는 라이브 커머스와 팝업 스토어를 통해 개별 뷰티 기업의 홍보 창구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라운지에서는 뷰티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가 열린다. 

전체 공간은 시민과 서울 뷰티 콘텐츠를 잇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내부와 외부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복도의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시민들에게 걷고 싶은 길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공간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기획 전시와 다양한 행사로 가변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완성한다. 자연과 친환경, 뷰티를 
결합한 형태의 공간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다양한 개념을 융복합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Creative Lounge 
and Contents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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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 자연과 뷰티 브랜드 

SBA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브랜드 라운지와 라이프스타일 라운지. 
가든 존 사이로 상품을 배치해 관람객들이 자연적인 풍경을 만끽하며 전시 상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브랜드 라운지 중앙복도

라이프스타일 라운지 뷰티 테크 라운지 

스마트·에코·디지털

태초의 자연을 콘셉트로 조성된 뷰티 테크 라운지. 친환경 뷰티 테크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중앙복도에는 미디어 아트가 재생되어 볼거리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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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서울 뷰티패션 라운지 ‘B the B’가 개관합니다. ‘B the B’ 
공간을 맨 처음 기획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을 찾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멋진 장소를 찾기 시작했죠. 가보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해요. 대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온라인이 그 차이를 다 해결해줄 
수도 없죠. 간극을 우리가 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대안이 바로 B the B죠. 사람을 
끌어들이는 공간으로 만들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제품을 만나게 되길 
바랐습니다. 더불어 ‘우와! 공공기관에서 만든 공간 맞아?’ 같은 반응을 기대하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B the B가 지향하는 공간을 ‘와우존Wow-zone’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B the B’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쉽게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이름을 고민했어요. 
듣는 순간 어느 정도 이해되어야 하고, 금세 친숙해질 수 있어야 하죠. 뷰티가 
떠오르면서도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를 바랐죠. 그런 점에서 B the B는 ‘Beyond 

The Beauty’, ‘Be The Beautiful’이 될 수도 있고, 공간 콘셉트인 ‘Biophilia For 

Beauty’도 담아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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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통한 기대효과가 많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뷰티와 패션이에요. 동대문에는 해당 산업 종사자가 30만 명에 매장 수도 10만 
개가 넘어요. 소비부터 생산, 원단과 부자재까지 한 지역에 몰려 있죠. 이 독특한 풍경은 정부나 관이 유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죠. 바로 그곳에 ‘자하 하디드Zaha Hadid’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DDP 건물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기 위해 찾아오기도 해요. 
지금 해외에서는 ‘서울’이라고 하면 워너비 라이프를 상상해요. BTS나 블랙핑크를 떠올리면서 문화와 뷰티 
콘텐츠의 중심지라고 생각하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DDP에 다녀가는 방문객이 연간 1,000만 명이었어요. 

B the B가 뷰티 패션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서 DDP와 동대문 클러스터를 끈끈하게 엮어준다면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겁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가진 이름을 짓기 위해 노력했죠.

B the B는 서울시의 ‘글로벌 뷰티 허브, 서울’ 정책의 메인 키워드인 ‘스마트·디지털·에코’ 세 가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공간과 관계없이 가능한 한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했어요. 앞으로는 뷰티 산업의 진화 가능성을 
전시하면 어떨까 해요. 서울시민이 누리게 될 뷰티 테크 기술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AI와 뷰티 
테크를 통해 개인에게 딱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주면, 사람들이 브랜드에 관계없이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산업의 가장 진보된 형태를 보여주고 선도하는, 미래를 심어줄 환경으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해요. 단순히 
지금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감각을 활용해 산업을 리딩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싶어요. 
뷰티 산업에서 유관 산업이 모두 엮인 소비 패턴 자체를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B the B를 
통해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공간을 수출해서 한국의 뷰티 산업 전체를 보여줄 힘을 얻는 것이죠. 

소비 패턴을 수출한다는 건 어떤 방식일까요? 
요즘 세대의 트렌드인 현명한 소비자가 될 기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공간에서 화장품과 패션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산업의 흐름을 접하면서 여러 가치를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제안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도 트렌드가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테마 중심 접근법이에요. B the B의 첫 번째 테마는 ‘서울을 걷다, 서울을 살다’인데,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줄 거예요. 현재 트렌드에 맞춰 준비된 업체들과 함께해야 겠죠. 기획 테마는 계속 
바뀔 거예요. 저희의 역할은 트렌드를 잘 잡아내고 그와 어울리는 제품을 찾는 거죠. 서울의 라이프 사이클을 
수출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제품보다 스토리 같아요. 

B the B도 하나의 브랜드로서 제품이 들어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동대문과 DDP의 
컬래버레이션처럼 주변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그 일환이죠. 저희는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산업으로 진흥을 일으킬 거예요. 서울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고, 그 자체가 스토리예요. 무엇이 발전하고 왜 
좋아질지 생각하고 투자해야죠.

글로벌 뷰티 박람회 ‘서울뷰티위크’가 올해 10월부터 매년 열릴 예정인데요. 서울뷰티위크에서 B the B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서울뷰티위크의 중심에 B the B가 자리잡고 있어요. 계획은 서울뷰티위크를 전 세계 5개국 이상에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인플루언서가 많이 찾는 한국 뷰티 산업 엑스포로 만드는 거예요. ‘판타스틱’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고, 이곳에서 한국의 트렌드를 다 알 수 있었으면 해요. 

B the B는 서울의 아름다움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며 찾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뷰티 패션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죠. 소비 공간이나 트렌드를 찾아가는 방식도 기성세대와 
달라요. 우리가 그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찾고 만들어내야 
하죠. B the B도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릴 테니 결국 함께 성장하는 MZ세대를 분석해야 무엇을 육성하고 
보여줄지 기획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한국의 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어가야 해요. 어디에 지원할지도 신중히 선택해야 하죠. 정책 
진행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15년 후를 생각해야 해요. 현재 트렌드에 관심이 
많고 미래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서울산업진흥원의 기존 지원 정책과 달리 공간 사업을 바탕으로 뷰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인상적이에요.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먼저 공간을 통한 간접적·플랫폼적 지원을 위해 구상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이 노출되고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거죠.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그곳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타이밍이에요. 이전 세대는 고생을 많이 하고 먹고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을 원하지만, 
지금은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누구나 꿈을 추구할 기회가 있어요. 창업과 
스타트업을 시작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시장 형성이나 진입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같은 
길을 가지만 아직 덜 개발된 곳을 미리 파악하고, 니즈가 있는 곳에 아이템의 진입 가능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뷰티 산업 지원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타이밍 리스크를 줄이려면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 해외 진출 기회를 함께 제공해야 해요. 
결국 B the B의 목표는 기존에 없던 공간을 마련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브랜드 파워를 가진 공간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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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는 위기에 

봉착했는가

‘K‐뷰티는 끝났다’라는 말이 있다.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낮아졌다. 2018년까지 중국 화장품 수입의 25퍼센트를 넘어서며 1위 자리를 지켰지만, 

2019년 이후 빠르게 하락해 2022년 들어서는 15퍼센트까지 하락했다. 프랑스(25%), 
일본(23%)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럭셔리 수요 확대가 한국 화장품 업체에 꼭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중국 
시장에서 랑콤과 에스티로더, 라메르 등 글로벌 톱 브랜드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 업체는 브랜드 파워와 기술 수준에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 로컬 브랜드 C‐뷰티의 확대도 큰 부담이다. 중저가 시장에서 애국 
소비, ‘궈차오’ 열풍이 한창이기 때문. 1990년대에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늘 있었던 우려, 즉 중국 로컬 브랜드와 글로벌 톱 브랜드 사이의 ‘샌드위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실망스럽다. 2022년 상반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등 주요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물론 이들 중국 관련 업체의 실적 부진에는 중국 봉쇄 등 산업 외적인 측면도 있지만, 618 
행사(중국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의 부진과 로레알의 호실적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게만 평가하기는 힘들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뷰티 산업의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
품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떨어졌고, 관련 업체들의 실적은 크게 부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여년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담금질 된 
K‐뷰티는 압도적인 혁신성과 가성비로 전 세계 인디 브랜드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의 핵심으로 떠오르
고 있는 지금, K‐뷰티는 중국을 넘어 글로벌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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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로 뻗어가는 

K-뷰티

박종대 

2007년 하이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시작해 2012년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16년간 교육, 제지, 유통,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레저 등 컨슈머 업종 
분석에 전념했다. 2010년 초반까지 생소했던 화장품 업종을 산업 분석의 궤도에 올려놓은 증

권가 최고의 화장품 산업 전문가다. 저서로 《로켓 배송은 어디서 날아왔을까?》, 《K‐뷰티, 어

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있다.

중국 내 국가별 수입 비중

한국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단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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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확장은 

이제 시작

일본, 미국, 동남아, 유럽 등 비중국 지역에서 K‐뷰티의 위상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미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60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클리오의 미국과 동남아 지역 매출도 100퍼센트 이상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화장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퍼센트로 
부진했지만 이는 중국 대상 수출이 마이너스 20퍼센트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과 일본 대상 색조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22퍼센트, 32퍼센트 증가했다. 좀더 길게 
보면 미국과 일본 화장품 수출이 201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놀라운 성과다.

 
미국 화장품 시장의 인디 브랜드 주인공은 K‐뷰티다. 한국 브랜드뿐 아니라 K‐뷰티 
감성을 미국 MZ세대에게 전파하기 위해 론칭한 크렘샵 같은 미국 현지 브랜드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K‐뷰티 화장품 제형도 확산세다. 틴트의 경우 착색 우려 때문에 
관심을 못 받다가 K‐컬쳐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색조 전문 ODM 업체 
씨앤씨인터내셔널의 미국 대상 매출은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8퍼센트 
증가했다. 미국 화장품 수입액에서 한국은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섰고, 그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K‐뷰티는 MZ세대로부터 절대적인 로열티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에서 한류는 뜨겁다. 넷플릭스 톱 10 가운데 7개가 한국 콘텐츠일 정도다. 도쿄의 
코리아타운 신오쿠보 거리는 일본 패션을 선도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 달리 인디 브랜드 시장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는데, K‐뷰티로 촉발되어 현지 화장품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클리오, CNP, 롬앤, 
미샤가 일본의 중저가 인디 브랜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뷰티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애당초 K‐뷰티의 정체성은 럭셔리와 
기초가 아니었다. 혁신성과 가성비였다. 유튜브 등에서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국내 뷰티 산업의 강점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으로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디테일한 화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스틱으로 만들고, 
달팽이 점액 성분이나 벌꿀을 사용하는 식의 파격은 K‐뷰티의 가장 큰 미덕으로 꼽힌다. 

2021년에는 크림류 화장품을 스틱 형태로 내놓은 K사의 멀티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기존의 서구 화장품은 ‘어떤 피부에나 가능한’이란 콘셉트로 비싼 반면, 한국 
화장품은 개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른 접근을 시도하면서 저렴하다.

이러한 혁신성은 일부 브랜드만의 경쟁력이 아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의 각축장에서 수많은 신규 상품이 흥망성쇠하며 축적된 한국 화장품 산업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로 알려져 있다. 
한국 화장품 시장을 테스트베드Test Bed로 생각하는 글로벌 업체도 많다. 로레알 회장은 

1년에 한 번씩 꼭 명동을 방문해 최신 트렌드를 관찰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벤처 
브랜드의 약진은 이런 경쟁력을 잘 보여 주며, 심지어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의 한국 지사 
임무 중 하나가 한국 화장품 시장 신제품 모니터링일 정도다. 

핵심 경쟁력은 

가성비와 혁신성

(단
위
: 천
달
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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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는 지속적으로 글로벌로 확장하는 중이다. 중국에서만 부진하다. 물론 데미지는 
크다. 2010년 이후 한국 화장품 산업이 중국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퍼센트가 넘는다. 사실 중국에서 한창 
성장할 때 그다음 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한국의 
문화적 지위는 역사상 최고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어느 누가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서 2년 연속 1위를 하리라고 상상했겠는가?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 탑 앞에서 사람들이 K‐팝 춤을 추고 있다. 글로벌 10대, 

20대들에게 한국의 아이돌은 우상이며, 한국은 그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가운데 
한 곳이다. 노래 가사를 외우며 한글을 익히고 있다. 화장품은 문화 산업 성격이 짙다. 

K‐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금은 천재일우의 기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화장품 산업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K‐뷰티는  

K‐컬쳐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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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세상 속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해시태그

해시태그는 정보를 한데 묶어준다. 동시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같은 이상향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외모를 넘어서 삶을 아름 
답게 만드는 영역을 발견해나가는 모습을 들여다본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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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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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필스테이션 

@atomos_seoul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운동과 더불어 현명한 소비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형 마트나 코스메틱 브랜드에서도 리필 
스테이션 운영에 나서고 있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용기와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클린 뷰티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가까운 곳에서도 리필 스테이션을 꾸린 상점들을 만나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토모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요.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카페 겸 제로웨이스트 숍이에요. 저희 
부부는 평소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남편이 
커피 관련 일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삶을 바탕으로 운영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거죠. 

좋은 모델 같아요. 크고, 멀리 있고,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동네라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요. 리필 스테이션을 기획할 때 특별히 염두에 
둔 부분이 있다면요?

저희는 가게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제로웨이스트 제품이나 리필 
스테이션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영역과 겹치는 만큼, 한 사람의 
고객으로서 집과 가까운 곳에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접근성 때문일 수 있지만 친환경 매장은 보통 전문점 
느낌이 강하거든요. 아토모스에는 아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하다가 서서히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찾아 
오세요.

‘제로웨이스트’는 불편함이 따르고, 또 근처에서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물리적인 제약도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런 
라이프스타일에 동참하자고 어떻게 제안할 수 있을까요?

저희 매장이 제로웨이스트 숍이라는 점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구조적 특징이기도 한데, 지금은 제로웨이스트 문화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지만 초기에는 친환경을 전면으로 내세우면 관심 
있는 사람만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의 
운영 방침은 노플라스틱 위주의 공간이라는 점이에요. 친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방문해도 의도치 않게 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갈 수도 있죠. 물론 이곳에서 친환경 제품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이미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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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추얼 코로나19 이후 일상에 제약이 많아지며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저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어진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일상을 가꾸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리추얼’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리추얼을 전문적으로 제안하는 플랫폼도 
등장했다. 과시를 위한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본질적 아름다움과 주체적인 자기만족을 위한 
행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매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리추얼 
메이커입니다. 동아시아 차를 소개하고 차와 닮은 삶을 
이야기하는 브랜드 맥파이앤타이거에서 공동 저자로 《우리가 
매일 차를 마신다면》을 출간했어요.

리추얼 프로그램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맛보다는 ‘자세’를 다잡으려고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 시간을 나의 하루에 
반복해서 넣기로 다짐했어요. 나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때마다 차를 마셨죠. 

차 마시는 시간과 리추얼이 주는 힘은 무엇인가요?

행복한 사람일수록 사소한 리추얼이 많다고 해요.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일 시간을 내어 차를 
마시는 이 루틴이 작은 순간도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을 
주는 것 같아요. 리추얼은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나를 투영하는 
시간으로, 나를 인지하는 시간으로 매일매일 단단하게 나아가는 
힘을 줘요. ‘커피가 가슴 위로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면, 차는 단전 
아래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하동다원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다기를 고르고 물을 끓이고 
차를 내리는 동안 복잡했던 머리가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져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작은 도전을 
시작할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리추얼이 필요할까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떠다니는 온갖 생각에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하루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면 차를 마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하루 중 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하루의 속도를 나에게 
맞추는 영점 조절의 시간이 있는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요.

@orns.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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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지향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생태주의 관점의 라이프스타일이 
대두하면서, 일상에서 비건의 영역을 넓히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옳은 목표를 찾는 소비자들의 노력 덕분에 
기업들도 현명한 소비를 위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비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도 많아지고 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하고 그림 그리는 작가 김예지입니다. 

비건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해요. 체감하는 변화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2년 전부터 주변에서 비건을 하는 분들이 보였어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지향점에 공감하고 직접 동참하기로 결심한 
해에 지인들과 지원사업으로 비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때 
비건 챌린지로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외식이죠.

비건 식사 위주의 피드 가운데 바디 프로필 도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바프’ 하면 근육을 만들기 위해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건강한 삶의 모습에 대한 편견이 
깨진 것 같아요.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단백질이 동물성이잖아요. 그걸 식물성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지식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행히 
준비하는 동안 공부할 기회가 되었고, 지금은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잘 지내는 법을 터득했답니다.

건강한 삶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디에서 원동력과 꾸준함을 얻나요? 
주변에서 기후 위기나 환경오염에 관한 소식을 듣다 보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구나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럴 때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비건 라이프를 
지속하고 있어요.

@minimal_ko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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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나 다양한 미의 기준이 공존한 때가 또 있었을까. 획일화된 색상과 질감으
로 어디선가 본 듯한 외형이 되고자 애쓰던 시대는 저물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
는 우리의 취향에 맞춰 다채롭고 개성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브랜드들을 만났다. Action

TREND 

위드비컨·클래시스

SELECTION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뷰티 브랜드

SPACE

어뮤즈·탈리다쿰·알보우·페사드

ESSAY

아름답고 부지런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K‐뷰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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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테크 기업이 

혁신을 만드는 법

위드비컨·클래시스

나이 불문하고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과거에는 뷰티가 젊은 세대
에게만 중요한 논제였다면, 이제는 전 연령이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분투한
다. 다양한 뷰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셀프 케어는 물론이고, 클리닉을 찾아 
고가의 시술을 받는 모습이 더는 낯설지 않다. 전 연령대가 찾는 만큼 관리에 
있어 안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화두다. 자극적인 일회성 효과가 아닌, 안전
하면서도 지속적인 개선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 이런 흐름에 따라 표면적 개
선을 넘어 근본적 문제 해결을 돕는 ‘뷰티 테크’가 각광받고 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뷰티 패러다임을 제시한 브랜드를 소개한다.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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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탈모 케어 서비스 위드비컨의 대표 박민석입니다. 2019년 7월 삼성전자 
크리에이티브 랩C‐lab에 발탁되어 1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고, 2020년 11월 스핀오프를 
통해 위드비컨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위드비컨 서비스를 운영한 지 1년 7개월 
정도 되었네요.

‘위드비컨’이란 이름의 의미가 궁금해요.

탈모가 생겼을 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배경에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Be confident’의 줄임말 ‘비컨Becon’이라 지었죠. 거기에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자는 의미로 ‘위드With’를 붙였어요.

많은 헤어 고민 중 탈모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 역시 20대 초반부터 탈모 고민이 있었어요. 약도 먹어보고, 샴푸도 종류별로 쓰고, 
병원도 다녀 봤는데요. 혼자서 관리하기엔 어떤 제품이 저에게 잘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 공부할 때 탈모가 심했는데, 어디 의지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두피 상태, 탈모가 생기는 원인, 관리 방법에 
대해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탈모 고민 해결을 위한 토탈 솔루션

위드비컨은 전방위적 탈모 케어를 돕는 뷰티 테크 기업이다. 뛰어난 기술

력을 기반으로 IoT 두피진단기기를 개발했으며, 진단 내용에 따라 맞춤

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도화된 두피 진단 기술 덕분에 일반 소비자는 
물론 병원과 클리닉 등 기업 소비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들이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개인의 고민이 우선되는 처방이다. 

INTERVIEW

위드비컨
대표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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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업계는 탈모 케어에 혈안이 됐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샴푸 유목민’인 경우가 많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 브랜드가 하나의 제품을 발매하고는 ‘탈모 샴푸다’, ‘좋은 기능과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강조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두피 타입이 다르고, 사용했을 
때 느낌도 다 다르잖아요. 저희는 두피 고민별로 필요한 제품 및 성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위드비컨은 다른 방식으로 탈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제품을 직접 써보기 전에는 특정 성분이 자신에게 유효한지 알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자신의 두피 타입과 고민되는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저희는 두피 
타입과 두피 고민을 정의해서 그에 맞는 성분이 무엇인지 정보를 제공해요. 집에서 스스로 
두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홈 디바이스를 만들고, 기기 구매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웹사이트 문진으로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어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성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 소비자의 고민을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요즘 출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품력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된 만큼 좋은 성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소구하기보다는 두피 타입과 고민에 맞춰 제품을 제작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어요. 

뷰티 브랜드에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제품을 제작할 때 소비자의 필요를 유추하거나, 정형화된 패턴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AI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여러 사람을 특성별로 군집화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특정 집단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뷰티 브랜드 특성상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대부분 뷰티 브랜드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가 어려울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의 고민을 바로 알기 
위해 기술 도입은 꼭 필요해요. 

그렇다면 위드비컨은 고객의 고민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나요? 
우선 딥러닝과 AI 기술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사용자들의 정보를 기준으로 
비슷한 유형에 해당하는 타입과 현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죠. 디바이스를 통한 두피 상태 분석 후에는 저희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있는 수백 
가지 제품 중 두피 상태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드려요. 그 기반이 되는 제품의 성분 데이터 
베이스나 매칭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큰 기술력이라고 생각해요. 

위드비컨의 기술이 응집된 ‘IoT 두피 스캐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두피 스캐너는 핸드폰의 모바일 앱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홈 디바이스예요. 진단기기 
안에는 이미지 센서라고 불리는 카메라, 20배율의 광각 렌즈가 탑재되어 있어요. UVA 

LED 파장으로 다른 특성의 이미지 두 가지를 뽑아내고 온도 센서, 수분 센서, VOC 센서 
등을 이용해 한 번의 촬영으로 다양한 정보를 가져와요. 촬영과 동시에 10초 만에 열 가지 
두피 데이터를 분석하는데요. 수분, 온도, 냄새, 모낭 밀도, 민감도 등을 분석해 전문적인 
탈모 진단 정보를 제공하죠. 또한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청결이 중요하잖아요. 
기기를 피부에 안착시키는 순간 UV‐C로 살균까지 돼요. 집에서는 물론 클리닉이나 
병원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기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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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 진단 후 타입별로 필요한 성분을 블렌딩해 사용하는 
‘블렌디드 케어’를 제공하고 있죠. 
블랜디드 케어는 두피 타입과 고민에 맞춰서 필요한 성분을 
제공하는 솔루션이에요. 홈 디바이스나 문진을 통해 타입을 
확인하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이 내게 맞는 성분으로 배합된 
샴푸를 제안해요. 마치 토닉과 진을 섞어서 칵테일을 만드는 
것처럼, 성분과 성분을 섞어 그 사람이 원하는 배합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블렌디드 케어 같은 맞춤형 케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피부 속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 것처럼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두피는 피부보다 더 민감하죠. 하지만 
두피 상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두피 컨디션을 간과할 때 
탈모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제품 판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위드비컨 앱 안에 커뮤니티 채널을 생성할 예정이에요. 전문가 
집단, 시민 전문가 집단, 궁금증을 갖고 있는 집단이 모여 탈모에 
관한 정보들, 불편사항 등을 나누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현재는 카카오톡 채널로 탈모 혹은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있어요.

실제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품 사용 후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에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진단이나 문진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낯설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저희의 메시지를 꾸준히 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드비컨의 맞춤형 케어가 조금은 낯선 방식이라고요.

일반 소비자에게는 다소 어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 플로우를 보면 향이 좋은 제품, 좋은 
성분, 천연 샴푸를 찾을 뿐 내게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저희는 두피 
상태를 파악한 뒤 내게 맞는 제품을 찾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아직은 낯선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진단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유관 기업들의 반응이 더 뜨거운 편이에요. 

이처럼 기업 소비자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기존에는 클리닉 혹은 병원에서 이미지를 띄우고 말로만 설명해야 
했다면, 위드비컨의 디바이스는 촬영과 동시에 굉장히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인 지표와 정보에 전문가의 
해석이 더해지면 훨씬 더 강력한 진단이 가능하죠. 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개발해나갈 계획도 있어요. 

위드비컨 앱에서 제공하는 이마 면적 확인, 모발 이식 시뮬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남성형 탈모 중 M자 탈모의 비율이 많은 편인데요. 탈모가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마 면적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마가 예전보다 얼마나 넓어졌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넓은지, 신경 써야 하는 정도인지, 자신에게 

제일 이상적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예요. 모발 이식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모발을 이식하면 
어떤 모습일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라스베가스 ‘CES 2020’에서 프로토타입을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으셨죠.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 궁금해요.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테스트해보지 않은 채 해외 진출을 
진행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PoC 검증 단계 레벨로 
일본, 스페인, 베트남, 아일랜드 등 몇 개국을 지정해 조금씩 
진출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올해는 두피 케어 및 탈모 케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케어 범위를 넓힐 계획이에요. IoT 디바이스는 두피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수면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잠자는 동안 빛의 변화, 온도 변화 등을 통해 수면의 질을 측정할 
수 있죠. 위드비컨만의 IoT 디바이스를 탈모, 피부, 수면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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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로 이룩한 K‐뷰티의 새 역사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클래시스 경영기획팀 팀장 최유진입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업무들을 각 
현업부서와 함께 분석하고,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클래시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인가요?

클래시스가 만드는 제품은 피부과에 들어가는 의료기기인데,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에 가까워요. 미용에 사용하는 제품이 의료기기가 맞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편인데요. 저희는 노화를 방어해주는 안티에이징이 단순히 아름다워지기 위한 수단을 
넘어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우울해지는 분들에게 활력을 선사하는 치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화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아주고자 해요. 

뷰티 산업에 의료 기술을 접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클래시스가 등장하기 전 피부과에서 쓰는 미용의료기기를 보면 미국 과학자의 논문을 
근거로 한 미국 회사 제품이 많았어요. 창업자께서는 기존의 미국 기기들이 서양인에게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동양인에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고가의 기기임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때마침 당시 우리나라 산업도 IT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만나 효과성 뿐만 아니라 편의성까지 개선된 
장비를 고안하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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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시스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피부 리프팅 장비 ‘슈링크’의 제조사이자, 
에너지 기반 뷰티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이다. 기존의 미용의료기기 시장

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미국 회사를 앞지르고 국내 슈링크 시술 보편

화를 이룩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국내 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호평받으며 해외 진출국을 늘려 나가고 있다.

INTERVIEW

클래시스
경영기획팀 팀장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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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미용의료기기가 서양인에 특화되었다면, 클래시스는 한국인에게 특화된 
장비겠네요.

네, 맞아요. 그에 더해 다양한 얼굴과 피부 타입을 아우르는 장비이기도 해요. 기존의 
미용의료기기는 출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정해진 값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에너지를 조절하고, 얼굴형에 상관없이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됐던 
거죠. 동양인과 서양인을 나누기보다는 정형화된 기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기기를 만들고 싶다는 니즈가 컸던 것 같아요. 

독보적인 기술력이 돋보이는 만큼 내부 인력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과 달리 15년 전에는 개발자가 많지 않았어요. 당시 IT 인프라는 좋았지만 
미용의료기기를 개발해본 사람은 없었거든요. 초창기 창업자께서는 성능 좋은 
미용의료기기를 개발하려는 노력과 고집, 신념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개발을 진행할 
개발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셨어요. 그때 당시 개발을 같이 해오셨던 분들이 5년, 10년이 
넘도록 한 종류의 산업을 개발하다 보니 이제는 클래시스 자체가 이 산업의 역사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를 운용하나요?

결과적으로 미용의료기기가 병원에 놓이려면 의사의 눈높이에 맞아야 했어요.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가 필요했죠. 당시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장비 제조업체는 만드는 데 신경 
쓰지,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의사 출신이다 보니 의사랑 얘기하려면 논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임상 데이터와 논문에 집중했던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지금은 저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이터가 되었죠.

주력으로 개발하고 계신 기술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가장 잘하는 기술에는 HIFU, RF가 있어요. 두 기술 모두 안티에이징을 목적으로 
하는데,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에너지 종류에 따라 HIFU, RF로 나뉘어요. 먼저 HIFU는 
높은 초음파 출력을 한곳에 모아 콜라겐을 자극하는 기술인데요. 국소 부위가 당기면서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어요. 저희는 HIFU 기술에서 자타공인 가장 오랜 기간 노하우를 
쌓았고, 가장 많은 기기를 개발했으며, 국내 점유율도 높은 편이라 피부과에서 가장 
인정받는 장비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RF 중 6.48메가헤르츠라는 높은 에너지를 사용해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기술도 올해 새롭게 출시했어요. 이 기술을 이용한 피부 탄력 개선 장비 중 가장 안전하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비라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톡신과 필러처럼 줄여줄 곳과 채워줄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요. RF는 몇 년 전부터 미용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클래시스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기술로 HIFU처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T
R

E
N

D
 

S
E

O
U

L M
A

D
E



70

S
E

O
U

L M
A

D
E

국내 시장의 슈링크 시술 보편화를 이룩하셨네요.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는 제품의 퀄리티라고 생각해요. 국내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고 다양한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품 성능과 임상 
자료가 필요해요. 클래시스는 식약처 허가는 물론이고 유럽 
메디칼CE, 브라질 ANVISA, 호주 TGA 등 허가도 획득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SGI 급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12편이나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줘도 의사 입장에서 부작용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임상 
데이터나 필드 평가를 통해 해소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효과성인 
거 같아요. 아무리 의사가 좋다고 얘기해도 시술을 받은 개인이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는 시술을 받지 않아요. 슈링크 
시술을 받은 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객 
평가, 브랜드 인지도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8년 만에 슈링크 시리즈의 신제품 ‘슈링크 유니버스’가 
출시되었죠. 기존 슈링크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최신화 된 기술력으로 시술의 편의성을 높였어요. 기존의 
슈링크가 10분 정도 걸린다면, 슈링크 유니버스는 2~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의사는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고, 환자는 더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시술 받을 수 있죠. 또한 
한 면적에 더 많은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다 보니 효과도 훨씬 
좋아졌어요. 슈링크 유니버스의 ‘부스터 카트리지’는 동그란 원 
모양으로 에너지를 조사하게 하는데, 펜처럼 생겨서 좁은 면적도 
섬세히 시술할 수 있어요.

고주파 기술을 이용한 미용의료기기 ‘볼뉴머’ 출시도 앞두고 
있다고요. 
볼뉴머는 RF 기술을 적용한 미용의료기기예요. 기존에 미국 회사 
제품이 있었는데요. 개발하기 무척 까다로운 제품이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 같은 고가의 시술이 
있음에도 같은 장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면 대중화되고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부적으로 자신 
있는 장비고, 연초부터 일본 의사들로부터 굉장히 호평받았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시장에서 유명한 장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나라 미용의료기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세계적인 트렌드가 침습시술invasive에서 비침습시술not 

invasive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외과적 성형 수술은 높은 
비용과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었어요. 이후 톡신과 필러가 유행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만만치 않았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 기술을 사용한 피부과 장비에요. 국소 부위에 
필요한 에너지 자극을 전달하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술이죠. 한국의 인프라 덕분에 제조사들이 앞다퉈 출시하고 
개선해나가면서 좋은 경쟁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를 낯설게 
바라봤는데, 저희 제품만의 차별화된 안전성, 편의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시스는 지금까지 몇 개국에 진출한 상황이며, 어떻게 범위를 
늘려가고 있나요? 
지금은 60여 개국에 진출했어요. 진출국 중 선택과 집중으로 
키워낸 시장은 브라질, 일본, 호주, 대만, 태국 등이에요. 현지 
임상도 많이 하고, 국내에서 했던 임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육도 
진행해서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 고객 대상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반응이 좋은 나라는 
전체 중 매출액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인데요. 매년 
거의 두 배씩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요. 

최근 미용의료 시장의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소비자들이 슈링크 때문에 피부과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과거에 비해 슈링크는 간편한 
시술이라 일상적으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때론 
수시로 피부과를 방문하다 보니 많은 시술 정보를 얻고, 또 새로운 
시술을 적극적으로 받는 흐름이 자리 잡았어요. 이런 특수한 배경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테스트 베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은 시술과 안 좋은 시술을 
구별해내고, 빠르고 확실한 검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검증된 장비들은 수월하게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는 거 
같아요.

클래시스의 향후 계획이 궁금해요.

우선 슈링크 유니버스는 국내에서 잘 출시된 상황이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해요. 마침 이번 달에 브라질 
시장에서 허가를 받았죠. 또 볼뉴머는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임상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중국과 미국 시장 진출도 분주히 준비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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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뷰티 브랜드

경쟁이 치열한 뷰티 산업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뛰어
난 제품은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공
감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에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보내고 있다. 단순한 제품 구
매를 넘어 그 제품과 이를 구매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활동으로 
인식되면서 제품 너머의 이야기와 가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많
은 뷰티 브랜드 중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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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이라는 트렌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대세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친환경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는 모든 브랜드에 주어진 숙제이자 각자 
해답을 찾는 과정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호호히hohohi라는 브랜드의 탄생과 행보는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보다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 선택으로 만들어질 변화의 힘을 
목표로 삼는 호호히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을 위한 길은 어떻게 보면 단순할지도 모른다.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환경에 유해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를 더해 출시한 샴푸바와 워시바는 
제로 웨이스트를 위한 호호히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제품이다. 그뿐 아니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성분 역시 일절 사용하지 않아 한국 비건 인증원의 비건 인증도 획득했다. 
일례로 재료 혼합과 바 제작은 열없이 물리적 힘으로만 진행되며, 종이 패키지 역시 폐지를 
탈묵한 재생지를 사용해 플라스틱 중량 80그램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진정한 상생을 추구하는 

호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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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고 맑게’라는 의미를 담은 호호히는 개인을 넘어 환경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제품을 추구한다. 또한 피부 개선 효과뿐 아니라 질감과 향, 사용 방법 등에서 
소비자들이 최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한다. 지역 농가와 
협업하며 로컬 자원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호호히만의 방식 역시 상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든다. 나주 인디고 샴푸바는 나주의 ‘쪽’이라고 하는 원료에서, 
장성 피톤 탑투토 워시바는 장성의 편백 원료에서 추출해 제품을 개발했다.

패키지에 들어가는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판매량이 많은 제품 세 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판매하려고 했으나 수가공으로 제작하는 방식이라 제품 
사이즈가 크게 나온 탓에 패키지를 폐기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다. 패키지를 
폐기하고 새로 제작할 법한데 호호히는 환경을 위해 기존 패키지를 활용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이는 호호히의 정신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위기가 기회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건 호호히만의 브랜드 정신이 고집스레 
관철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고집과 애정이 담긴 제품을 직접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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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영감을 받아 컬러로 구현한 오브제 리퀴드, 아이스 큐브를 
재해석한 아이스 글로우 등 무지개맨션의 제품은 각기 다른 고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미 보편적으로 정착된 퍼스널 컬러에 의존하기보다 ‘바르고 싶은 컬러를 마음껏 바르자’는 
무지개맨션만의 모토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준다. 말로만 외치는 개성이 
아닌, 소비자들의 개성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무지개맨션만의 무드가 제품에 반영된 결과 
아닐까. 브랜드를 전개한 지 3개월 만에 국내 대표 뷰티숍에 입점하게 된 과정을 보면 브랜드 
콘셉트와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은 분명 흉내 낼 수 없는 가치이지만, 때론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기도 한다. 론칭한 지 이제 5개월 남짓 된 무지개맨션의 흥행은 그래서 
필연이었을지 모른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색다른 디자인을 찾는다면, 또는 천편일률적인 뷰티 
브랜드 중 뭔가 한 끗이 다른 브랜드를 찾고자 한다면 무지개맨션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일상의 지루함을 걷어낸 비건 오브제 코스메틱 브랜드 무지개맨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받은 영감을 뷰티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2022년 3월 론칭한 이후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감각적인 디자인의 제품과 흡사 물감을 담은 듯한 독창적인 패키지로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무지개맨션은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영국 비건 소사이어티의 인증을 
통과한 비건 베이스 제품으로 총 10가지 다채로운 색상의 리퀴드 틴트를 전개하고 있다. 
브랜드의 주요 가치인 ‘다양성’을 담는 공간이라는 의미인 무지개맨션은 뷰티 브랜드로서 
지속가능성과 동물 보호의 가치를 담아 2022년 초 비건 브랜드로 도전을 시작했다. 이제 
갓 론칭했음에도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건, 비건과 환경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덕분이다.

독창적 디자인의 힘

무지개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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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을 깎아 만드는 간단한 제조 방식은 물론이고, 별다른 인증이나 부작용이 
없는 전통 방식의 뷰티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이 용이해 보였다. 그때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제품이었던 만큼 박정언 대표는 젊은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원자재는 물론 디자인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결과, 로즈 쿼츠Rose Quartz라는 핑크 원석을 사용한 하트 모양의 괄사를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다. 이 같은 전략은 곧 호응을 일으켰고, 판매를 시작한 후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다양한 뷰티 온·오프라인에 입점할 수 있었다.

괄사 제품 출시 이후에는 비건 립밤과 프랑스 EVE 비건 인증을 마친 비건 
톤업 크림 등 연이어 개발한 제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르오에스는 
품질과 효과 그리고 비건의 가치를 품은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특히 비건 립밤의 경우 와디즈에서 진행한 펀딩에서 1억여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이후 일본 쇼핑몰 로프트LOFT와 올리브영에도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등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동물성 원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알로에를 비롯한 
식물성 원료로부터 추출해 개발한 립밤으로 르오에스는 소비자에게 신뢰가 가는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었다. 

2021년 올리브영 입점은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의 뷰티 습관을 
제시하겠다는 르오에스만의 가치가 인정받은 결과였다. 일본과 라오스 오프라인 
매장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걸음을 시작한 르오에스는 단순한 
뷰티 브랜드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 
앞으로 어떤 가치를 담은 제품을 출시할지 르오에스를 다음 행보를 주목해보자.

제품과 서비스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를 역행하며 ‘시나브로 뷰티’라는 슬로건과 
함께 차근차근 자신만의 속도로 제품을 전개해 나가는 브랜드가 있다. 서울의 영문 철자인 

SEOUL을 거꾸로 배치한 브랜드 르오에스LUOES가 그 주인공으로, 2019년 국내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수많은 뷰티 아이템 속에서 신생 브랜드로서 
새로움을 어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르오에스는 괄사Gua Sha라는 생소한 아이템을 
시작으로 한 발 한 발 의미 있는 걸음을 시작했다.

박정언 르오에스 대표는 휴가차 떠난 유럽 여행 중 우연히 괄사를 판매하는 숍을 
방문했다. 괄사란 작은 돌을 깎아 만든 마사지 기구로 혈액 순환과 부기 제거 등을 위한 
얼굴 마사지에 사용되는 도구인데, 유럽과 미국에서 셀럽 중심으로 뷰티 케어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2022년 현재는 괄사가 만연한 뷰티 트렌드지만, 당시 한국에는 
정식으로 소개되지 않은 때였다.

서울을 넘어 세계로 

르오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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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는 의미의 로우와 ‘더 적게’라는 의미의 레스를 결합한 로우레스LOWLES. 브랜드명 
그대로 ‘더 낮고 더 적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로우레스는 일상에서 흔히 쓰는 제품에 
환경에 유해한 요소를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담아 제공하고자 한다. 포장부터 고객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불필요한 성분, 불필요한 유통 과정, 심지어 불필요한 소비까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덜어내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고체 치약과 주방 케어 제품 위주로 전개하는 로우레스는 먼저 고체 치약으로 존재감을 
강하게 인식시켰다.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고체 치약을 제작했다고. 고체 치약이라는 점 덕분에 개인 위생 면에서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용 치약으로도 적합하다. 하나씩 입에 넣고 칫솔질하면 
거품이 나는 간편한 치약으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화학 방부제 대신 
코코넛에서 유래한 자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세정 효과가 여느 치약보다 뛰어나다.

주방 케어 제품은 본품과 리필 패키지로 구성된다. 입에 닿아도 안전한 푸드 그레이드 
성분을 사용한 1종 세제이며, 리필 패키지는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해 3년 안에 완전히 
분해된다. 미니멀한 제품 디자인은 로우레스의 미니멀리즘을 잘 담은 결과로, 미적 감각 
역시 로우레스의 도드라진 장점이다. 
친환경 제품은 디자인이 투박하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로우레스의 제품을 
경험한다면 그 생각이 편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거창한 친환경 실천보다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 첫 
단추로 로우레스의 제품을 추천한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브랜드 

로우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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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브랜드를 논할 때 올리브영 같은 뷰티 스토어로 귀결되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 서울의 뷰티 브랜드는 각자의 아름다움을 창의적으로 정의하며 공간을 만
들고 개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이런 브랜드들이 모여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
조해간다. 그 신scene에 동행하는 4개의 뷰티 브랜드와 그의 공간을 소개한다. 

SPACE

서울에서 피어나고 

만개하는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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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49 3층

H. amusemakeup.com

O. 화‐일 11:00‐20:00, 월 휴무

라이프스타일에 이어 뷰티 브랜드에도 비건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건 뷰티 브랜드를 꼽는다면 그 중심에 
어뮤즈Amuse가 있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클린, 비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뮤즈는 MZ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국내외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MZ세대 소비자에게 
지지받는 바탕에는 그들의 트렌드를 반영한 어뮤즈의 빛나는 
컬러 큐레이션이 있다. 지난 7월, 어뮤즈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어뮤즈 한남 쇼룸’이 문을 활짝 열었다. 어뮤즈가 
플래그십 스토어로 선택한 곳은 바로 한남동. 어뮤즈 한남 쇼룸은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어뮤즈의 이야기와 취향이 
담긴 ‘전시 공간’을 시작으로, 일상 속 여유를 풍요롭게 되찾길 
바라며 만든 ‘비건 공간’, 제품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테스터 
공간’을 준비했다. 어뮤즈 한남 쇼룸의 시작과 끝에는 아티스트 

사키Saki와 컬래버레이션한 아트 비주얼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어뮤즈는 
한남 쇼룸 오픈을 기념해 한정판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코랄 핑크에 장미 한 방울이 더해진 여름 장미 컬러 ‘슈 벨벳 
한남장미’는 오직 어뮤즈 한남 쇼룸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한남 
쇼룸 한정으로 일정 금액 구매 시 레몬 라임 컬러의 에코백을 
증정하는데, 컬러 맛집답게 이 에코백의 컬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다. 이곳을 방문할 일이 있다면 이것저것 야무지게 담아 
에코백을 획득하는건 어떨까. 에코백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로 어뮤즈 한남 쇼룸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건 뷰티 큐레이션

어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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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예술의 연결

알보우 

가나아트와 서울옥션에서 활동한 김소형 아트디렉터가 론칭하며 
화제를 모았던 뷰티 브랜드 알보우Rbow. 론칭 후 2년이란 
시간 동안 알보우는 새로운 뷰티 브랜드로서 더욱 견고해졌다. 
아트디렉터가 론칭한 브랜드답게 알보우는 뷰티와 아트를 결합한 
브랜드를 지향한다. 뷰티와 아트를 결합한 브랜드라니 조금 
생소한 듯싶지만 알보우 제품을 보고 나면 이 조합이 제대로 
이해된다. 알보우 제품은 하나의 오브제처럼 느껴지는데, 뷰티 
제품을 ‘나의 작은 컬렉션’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향으로 나의 
취향을 표현한 다음, 일상 속 아름다운 뷰티 제품을 통해 오브제 
역할을 부여해보라’는 뜻을 담았다. 이처럼 멋스럽고 감각적인 
알보우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어떤 모습일까. 이태원로49길, 
부자피자로 유명한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알보우 하우스는 마치 
나만의 아지트 같은 은밀함을 선사한다. 알보우 하우스의 문을 

열고 공간을 마주하면 알보우만의 특별한 향과 뷰티 제품, 공간을 
채우는 멋스러운 오브제로 가득하다. 알보우 하우스를 찬찬히 
둘러보면 아트와 일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장르의 라이프스타일 
뷰티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가 공간에서도 느껴진다.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오브제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가 
직접 셀렉한 오브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름다운 
영감을 얻고 싶다면 알보우 하우스를 방문해보자. 방문 전에 
알보우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rbow_official)에서 어떤 
브랜드를 공간에 전시했는지 살펴보면 더 알찬 방문이 될 터. 

A.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7길 10 LCDC SEOUL 1층 DDMMYY

H. talithakoum.co.kr

O. 월‐일 11:00‐20:00

피부를 보호하고 집중 케어하는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를 
표방하는 탈리다쿰Talitha Koum.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뜻의 
탈리다쿰은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잠들어 있고, 이는 건강한 아름다움과 더 나아가 모든 생명과 
지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향한다고 믿는다. 탈리다쿰의 믿음은 
제품 제작으로도 이어진다.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과 사람을 생각한다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피부는 물론이고 활력 있는 마음도 더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은 브랜드의 
핵심 원료에까지 이어진다. 탈리다쿰은 지리산 흰민들레 태좌 
추출물을 핵심 원료로 사용해 특허출원까지 마쳤다. 지난 

6월 미국 브랜드 론칭에 이어 성수동 LCDC SEOUL에서 
팝업을 선보이는 탈리다쿰. 8월 18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된 

팝업 행사는 브랜드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탈리다쿰이 
전하려는 메시지와 정체성을 담으려 노력했다. 이번 팝업 행사의 
테마는 ‘The Journey in the Air with Talitha Koum’. 
지리산의 정취와 함께 핵심 원료인 흰민들레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했다. 마치 지리산에 와 있는 듯 지리산의 공기 
속에서 흰민들레를 사용한 탈리다쿰의 비건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게다가 팝업 곳곳에는 흰민들레를 모티브 
삼은 그래픽 굿즈로 장식했고, 티컬렉티브와 컬래버레이션해 
특별히 블렌딩한 흰민들레 티까지 전시해 두어 그야말로 
오감 만족 팝업이다. 팝업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탈리다쿰의 
인스타그램(@talithakoum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탈리다쿰

A.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49길 14‐3 2층

H. rbowofficial.com

O. 화‐일 11:00‐20:00, 월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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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49길 16

H. pesade.kr

O. 화‐일 12:00‐20:00, 월 휴무

삶에 아름다운 향을 더하는 

페사드

페사드pesade는 지난 5월 16일 론칭한 프레그런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페사드는 브랜드 론칭과 동시에 싱그러운 패출리와 
밀키한 우디 향이 매력적인 ‘미드 마운틴Mid Mountain’, 
스파이시한 페퍼와 온화한 시더우드가 신비롭게 조합된 ‘더 뉴 
에러The New Error’, 달콤한 재스민과 파우더리한 머스크 향이 
장미 향과 함께 피어나는 ‘인 하인드사이트In Hindsight’ 등 오 
드 퍼퓸 3종과 핸드크림 3종, 핸드워시 1종을 선보였다. 론칭 
후 입소문을 타며 10꼬르소꼬모 청담점에 입점하는 등 업계의 
주목을 받아온 페사드가 지난 8월 한남동에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3층으로 구성된 플래그십 스토어 외관은 버터 
톤의 따듯한 무드를 자아내며, 1층부터 3층까지 층마다 각기 다른 
콘셉트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서는 페사드의 전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익숙한 산업재료를 이용한 조각과 설치미술 작업이 

돋보이는 이광호 작가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테이블에 페사드 
제품이 놓여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갤러리에 방문한 듯한 
체험을 주기 위한 페사드의 의도가 담겨있다. 2층은 페사드만의 
브랜드 스토리와 미적 취향을 가감 없이 드러낼 대안 공간이며, 

3층에는 루프탑을 마련해 뷰티 브랜드 스토어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개방감을 선사한다. 앞으로 페사드는 
페사드만의 정서를 표현하는 다양한 기획으로 공간을 채울 
계획이다. 앞으로 페사드가 어떤 향으로 무슨 이야기를 전할지 
궁금하다면 페사드의 공식 인스타그램(@pesade_official)을 
팔로우해 주기적으로 살펴보자.



 ESSAY

대한민국은 빠르다. 그리고 바쁘다. 쉼 없이 흘러가는 사이클 속에서도 우리
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히 트렌드를 좇는다. K‐문화의 뿌리에 그런 ‘부지런함’
이 내재해 있는 것처럼 K‐뷰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칼도 갈고 닦아야 날이 
서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아름다움을 닦아왔다. 《ELLE》 뷰티 에디터 출신이
자 오늘날까지도 뷰티 디렉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미구 디렉터가 부지런
히 아름다움을 가꾸며 오늘날의 K‐뷰티를 만든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ESSAY

아름답고 부지런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K‐뷰티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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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아선 정말 지구의 중심이 서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

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 열풍이 넷플릭스 시리즈와 영화

로 이어지더니, 이윽고 최근 <프리즈 서울>의 성공적인 개최까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팬데믹이 끝나며 오프라인 이벤트가 많아

지고, 그 현장의 열기를 직접 보니 더더욱 실감이 난다. 문화 전반

에 걸쳐 취향을 불문하고 지금 서울이 가장 멋지다는 것이!

최근 10여 년간 찬찬히, 꾸준하게 불어온 이 바람 속에서 패션과 
뷰티도 함께 성장해 왔다. 그중에서도 K‐뷰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트 마스크 열풍이 시작 같으나, 사실 훨씬 전부터 유럽과 미

국의 뷰티 인사이더들이 앞서 주목해 오던 시장이었다. 그 여정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함께 밟아온 뷰티 에디터로서 “K‐뷰티, 라떼는 
말이야…” 썰을 풀어볼까 한다.

‘한국 여성들은 정말 화장품을 8~10개씩 바르나요?’ 15년 전 유

럽과 미국 브랜드 본사에서 마케팅 디렉터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같은 임원과 인터뷰할 때 꼭 받던 질문이다. 그들은 의심하는 것도, 
비꼬는 것도 아니고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마켓의 놀라운 특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다. 실상 그랬다. 토너로 일단 피부 결을 정돈하

고, 피부가 환해지는 화이트닝 에센스를 1차로, 탄력을 주는 안티에

이징 에센스를 2차로 바르고, 악건성 피부라면 앰풀을 덧바르고 크

림을 바른 뒤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페이스 오일로 덮어준 다음 
아이 크림을 바르는 식이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이 스킨케어 
루틴이 가능했던 건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이 맹목적으로 집착했던 
‘동안’ 트렌드와 연관이 깊다.

K-뷰티, 라떼는 말이야···. 광고 에이전시 ‘0to9’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디렉터 김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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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열풍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2005
년 드라마 <봄날>로 복귀한 고현정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말 못

하는 청순가련한 시골 아가씨 역할로 브라운관에 돌아온 그녀의 외

모는 지금 봐도 충격적이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말갛게 빛

나는 피부, 반듯한 이마, 통통한 볼…. 그야말로 아기 같은 모습에 
고현정식 생얼 화장이 유행이 됐고, 이 민낯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스킨케어 루틴과 피부과 시술 시장이 자연

스럽게 성장하게 되었다. 

‘물광 피부’라는 뷰티 신조어가 생겼다. 피부 전체에 촉촉한 광이 
돌아야 어리고 부티가 난다고 여겼다. 마치 에스테틱에서 방금 막 
마사지를 받고 나온 것처럼. 그런 피부를 가진 김희애는 십 년 넘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라고 속삭였다. 그렇게 비비크림의 역사가 시

작됐다. 당시 피부 시술 후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커버하는 데 
사용되던 독일 D사의 비비크림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국내 브랜드

에서 같은 효능의 비비크림을 앞다퉈 출시했다. 이는 매 시즌 업그

레이드되어 같은 브랜드에서 각기 기능이 다른 비비크림 라인업이 
대여섯 가지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뿐인가. 다소 보수적인 유럽

과 미국 브랜드에서도 비비크림을 한국 단독 혹은 아시아 에디션으

로 출시했을 정도다. 

‘한국 여성들은 늘 바쁘고 열심이며 매우 스마트하죠.’ 우리나라 뷰

티 시장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유럽, 미국 본사 디렉터들은 언

제나 우리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정말이지 사실이었다. 아침잠에 
늘 쫓기는데 메이크업을 안 할 순 없었다. 회사에선 단정해 보여

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여자가 봐도 우리나라 여자들은 어

쩜 다 그렇게 피부가 좋고 예쁜지, 그속에서 나도 열심히 관리해야

만 했다. 귀차니스트들은 살아남기 힘들던 시절, 또 하나의 K‐뷰티 
레전드인 쿠션이 아이오페에서 최초로 출시됐다. 2008년이었다. 
도장의 스폰지형 인주에서 영감받아 발명(발명이라고 꼭 칭하고 싶다. 

덕분에 정말 편하게 산다)했다는 쿠션은 스펀지가 포뮬러를 머금은 덕

에 촉촉한 표현이 가능하고, 덧발라도 뭉치지 않아 화장을 고치기 
쉬웠다. 게다가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한 번에 되니, 혁신이었다. 

1990년대생이여, 쿠션 없는 삶이 상상이나 되는가? 

되돌아보면 동안과 생얼, 트렌드와 연예인 등에 다소 맹목적으로 
집착하던 시절이었지만, 그 덕에 K‐뷰티가 성장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세대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코르셋’이라 칭할 수밖

에 없는, 여성들이 자의로든 혹은 사회적 시선과 환경으로 인한 타

의로든 가혹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검열하던 시절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간편하고, 획기적인 우

리만의 뷰티 세계를 만들어갔다. 시트 마스크가 그 산물 아닌가(물

론 시트 마스크의 오리지널은 김희애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를 말하던 일본 브

랜드긴 하다). 피부 보습과 흡수율이 탁월한 에센스를 듬뿍 머금은 시

트 한 장. 이 좋은 걸 왜 매일 안 해? 그럼 가격이 좀 합리적이면 좋

겠는데? 1일 1팩이 유행이 됐고 50, 100장들이 세트가 날개 돋힌 
듯 팔리며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선 한국 여행 필수 기념품이 됐다. 

K‐뷰티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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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하던 《ELLE》 매거진에서는 전 세계 46개국 에디션의 신디케이션이 꽤나 활발했

는데, 서로의 화보나 기사를 픽업하거나 번역해 싣기도 하고, 궁금한 점은 이메일을 통해 
서로 인터뷰를 하는 식이었다. 주로 프랑스와 미국 에디션이 그 주체였고, 파리지엥 뷰티나 
뉴요커의 건강 팁 혹은 할리우드 배우들의 인터뷰 화보 등을 주기적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역으로 인터뷰 요청이 오기 시작했다. 한국 여성들의 뷰티 루틴, 서울의 핫 플

레이스, 서울의 스파, K‐팝 스타 화보 인터뷰 등이 궁금하다는 거였다. 유럽과 미국에서 우

리나라로 출장 온 VIP에게 설화수나 더히스토리오브후 같은 럭셔리 한방 뷰티 브랜드를 
선물했고, 더불어 K‐뷰티이기에 가능한 재기 발랄한 칩&시크 메이크업 아이템을 곁들이

기도 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K‐뷰티 브랜드를 취재하는 출장이 꽤 있었다. 지금으로선 놀라울 일도 아닌 미국 세포라, 
타겟 입점, 혹은 뉴욕 중심부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패션위크 기간에 백스테이지 스폰 
등이 주요 취잿거리였는데, 그땐 ‘국뽕’이 차올라 열정적으로 취재했다. 안 믿어진다고? 슬

슬 미국이나 유럽에 퍼지기 시작한 시트 마스크를 세포라에서 판매하는데, 정작 현지 고객

들이 사용할 줄 몰라서(얼굴에 붙여야 할 시트는 버리고, 시트 고정용 메시를 얼굴에 붙였던 게 실화다) 

뷰티 클래스를 열었다면 이해가 좀 되려나? 

 E
S

S
A

Y

열정적이고, 유행에 민감하며, 무엇이든 빨리 척척 해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특성이 지금

의 K‐뷰티를 이뤄냈지만 그 이면도 존재했다. 딸기우유 색 립이 유행이면 자신의 피부색과 
관계없이 그 립스틱을 발랐다. 동안이 유행일 때는 얼굴 살이 없는 이들은 볼과 이마에 필

러를 주입했다. 물광에 이어 윤광, 꿀광 같은 다소 억지스러운 신조어들이 생겨났고, 피부

에서 빛을 발하는 하이라이트 부분은 따로 있는데 무작정 얼굴 전체에 광을 낸 우스꽝스러

운 모습도 연출됐다. 유독 순하고 귀여운 인상을 좋아하는 한국 정서에 맞춰 너도나도 일자 
눈썹을 그리고 다녔으며, 동그랗고 처진 강아지상 눈매를 연출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유행이라니까, 남들이 예쁜 거라니까 무작정 따라 했던 시대다.

한남동, 성수동, 신사동 일대를 걸으며 20대들의 얼굴과 옷차림을 유심히 본다. 직업상 

SNS를 통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관찰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너무 늙은이 같지만) 격

세지감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다. ‘라떼는’ 고등학교를 졸

업하면 쌍꺼풀 수술이 당연했고, 물광이 유행이라 너도나도 얼굴에 광을 내고 다녔으며, 하

얀 피부에 집착했다. 모 연예인이 유행시킨 헤어 스타일을 열 걸음에 한 명씩 발견하며 흠

칫 놀라고, 조금만 통통하면 의기소침해 보수적으로 옷을 입었다. 그런데 지금은 홑꺼풀

의 매력을 강조할 줄 알고, 뱃살이 좀 있어도 당당하게 크롭티를 입으며, Y2K 무드에 빠

져 1990년대 메이크업을 하는 이와 까무잡잡하게 태닝한 피부에 건강한 선키스드Sun‐

kissed 메이크업을 한 이가 공존한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며 순수하고 풋풋한 그 나이

대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뉴진스의 등장에 옛날 사람인 나는 ‘이제 다들 긴 생머리에 민

낯 풍으로 다니려나?’라고 섣불리 예상했건만, 곧 컴백한 아이브의 화려하고 반짝이는 룩

에도 동시에 열광하는 게 요즘의 한국 여성들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 성숙한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

과 태도를 갖는 한 K‐뷰티의 부흥은 앞으로도 꽤 오랫동

안 지속될 것 같다. K‐뷰티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실제로 
예전 같지 않은 해외 매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 또한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될 일이다. 아름다움의 다양

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드러낼 줄 알게 되었다는 크나큰 변

화가 있었지만, ‘바지런하고 야물딱진’ 습성은 예나 지금

이나 같은 듯하니 말이다. 퍼스널 컬러를 이렇게 섬세하게 
구분해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아는 여성들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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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뷰티 산업을 통해 그 너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이들과 동행한다. 이 
도시를 허브 삼아 모인 수많은 브랜드는 ‘나’의 고유한 매력을 표현하는 방식을 고민 
하고 있다. 나를 가꾸고 표현하는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나누어 보았다. Develop

CULTURE

서울특별시 뷰티산업팀

GUIDE

경쟁력 있는 뷰티 브랜드의 조건

INSIGHT

모두가 아티스트인 퍼스널 브랜딩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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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뷰티도시, 

서울을 이룩하는 사람들

한국의 식문화, 패션, 음악, 드라마, 영화,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콘텐츠가 ‘K‐’라는 접
두사를 통해 단 하나의 문화 장르가 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에도 국내 
뷰티 브랜드는 칸이나 빌보드, 국제 아카데미 같은 행사에서 ‘KOREA, 한국’이 언급
되기 한참 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세계 뷰티 
시장에서 K‐뷰티의 영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서울뷰티위크’
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프로젝트 기획과 인큐베이팅, 실행 등 
A부터 Z까지 세세하게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뷰티산업팀 그리고 팀을 이끄는 김정묵 
팀장을 만났다. 서울을 뷰티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국내 뷰티 산업의 위상과 위력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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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뷰티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뷰티산업팀 팀장 
김정묵입니다. 

‘서울특별시 뷰티산업팀’이라니, 신선하게 다가오네요(웃음). 
뷰티산업팀은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에 속해 있어요. 크게 보면 서울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소속이고, 그 안에서도 
저희 팀은 뷰티패션산업과에 속해 있죠.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뷰티와 함께 
패션, 디자인 등 연관 산업 간 협업 및 시너지 제고를 조직목표로 삼고 있어요.

서울시청 안에는 정말 다양한 팀이 존재하는군요.

뷰티 산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희 팀이 
신설되었고, 팀장인 저와 팀원 4명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올해 3월 글로벌 뷰티 도시 
서울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체적인 세부 사업을 하나씩 실행해가고 있죠. 지금은 
서울시의 유망 뷰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여러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우선 서울을 글로벌 뷰티 산업의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업계 활력 부여 및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서울뷰티위크 개최, 최신 뷰티 트렌드와 유망 기업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뷰티복합문화공간 조성, 동대문을 중심으로 뷰티 패션 특별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전략적 
육성 등이 있죠. 미래 뷰티 산업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유망 기업 발굴과 마케팅 지원 
사업도 그중 하나고요.  

INTERVIEW

서울특별시 뷰티산업팀  
팀장 김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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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된 팀이네요. 
구성원이 가진 강점이나 팀 전략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팀원 모두 뷰티에 관심이 많아요. 최신 트렌드에 밝은 MZ세대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팀 전체가 이렇게 
젊은 직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는 흔치 않아요. 또 팀의 강점이라면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원은 내부 규정 및 법령 검토, 다른 부서와의 
의견 조율을 담당해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기획력을 
가진 팀원은 뷰티위크 행사를 맡고요.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저희 팀의 핵심 전략을 
꼽자면 수평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뷰티 
업무는 딱딱하고 경직된 분야가 아닌 만큼,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다가오는 10월에 뷰티산업팀이 오래 준비한 글로벌 뷰티 
페스티벌 ‘2022 서울뷰티위크’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서울뷰티위크는 서울의 최신 뷰티 트렌드와 유망 브랜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동시에 서울의 문화자산과 한류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뷰티 페스티벌이에요.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모두 참여할 수 있고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지만 앞으로 매년 열릴 예정이에요. 5년 이후인 2027년에는 
세계 3대 뷰티 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이 세계적인 글로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뷰티위크를 반드시 세계적인 뷰티 행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써 기대 되는데요. 그렇다면 뷰티위크를 찾는 분들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나요?

먼저 ‘뷰티인디엑스포’라는 부스 체험을 통해 최신 뷰티 트렌드와 
제품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기초부터 메이크업, 헤어, 
테크, 이너뷰티까지 서울을 대표하는 40개 기업과 서울뷰티위크 
업계 선도 기업을 부스로 체험하며 최신 제품과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죠. 또 9월 30일과 10월 1일에 열리는 뷰티위크의 
하이라이트 ‘뷰티밤 트렌드밤’에는 토크콘서트, 스타일쇼, K‐팝 
공연 등 스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현장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콘퍼런스(전문가 강연)와 
비즈니스 밋업 피칭, 영뷰티 콘테스트 등 뷰티 산업의 화두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과 뷰티 산업의 꿈나무인 
학생들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뷰티위크’와 더불어 ‘뷰티먼스’도 함께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뷰티먼스는 10월 한 달 간 릴레이로 개최되는 서울시의 뷰티 
관련 행사들을 하나로 묶은 통합 브랜딩이에요. 서울패션위크, 

서울디자인, 뮤직페스티벌 등 서울의 대표적인 감성 산업 
행사들을 연계해 개최하고, 나아가 참여자가 서울의 관광 
명소, 문화 행사, 웰니스, 맛집, 숙박까지 경험할 수 있는 
융복합 도시 축제로 구성할 계획이에요. 서울의 아름다움을 
산업적·문화적으로 결집해 서울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하려는 
것이죠. 행사 간 연계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서울 전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뷰티위크 기간에 서울형 뷰티 플래그십 공간인 ‘B the 

B(뷰티복합문화공간)’를 오픈한다고 들었는데요. B the B는 어떤 
곳인지, 조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대문 DDP 디자인장터에 약 370평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형 
뷰티 플래그십 공간이에요. 아모레성수, 디올 성수, 무신사 
스튜디오 등 최근 성수와 홍대 등의 트렌드 거점에 조성된 민간 
플래그십 공간에 가보거나 이에 관해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각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하며 핵심 제품을 체험하고 선보이는 
공간이죠. 서울시에서도 서울을 대표할 뷰티 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제품은 
우수한데 오프라인에서 홍보할 기회가 부족한 기업들의 수요도 
반영했고요.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 공간의 콘셉트나 스토리가 중요한데요. 

B the B는 어떤지 궁금해요.

B the B에는 ‘Beauty’, ‘Beautiful’, ‘Be The Beauty’ 등 
알파벳 ‘B’로 시작하는 단어를 조합해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기에 B the B 공간을 나무와 숲을 연상시키는 
바이오필릭 콘셉트의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몄어요. 
트렌디하면서도 방문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서울시 뷰티 정책인 ‘스마트’, ‘디지털’, ‘에코’라는 세 가지 가치를 
주요 모티브로 삼아 공간을 연출했고요. 특히 뷰티 테크가 신흥 
시장인 만큼 서울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인 

AI를 활용한 맞춤형 피부 진단과 제품 추천 등 최신 뷰티 테크를 
체험해볼 수 있어요. 

‘뷰티산업팀’부터 ‘뷰티위크’, ‘플래스십 스토어’, ‘뷰티 테크’까지 
서울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뷰티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뷰티 산업이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개성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커져요. 그래서 뷰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실제로 뷰티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고성장을 구가해왔어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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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는 화장품, 이·미용, 패션, 문화, 웰니스, 브랜딩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 분야로 뷰티에서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커서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 K‐팝이나 K‐드라마 열풍 
같은 글로벌 한류 및 관광과 연계해 뷰티 산업을 홍보하고 주력 
수출 산업으로 삼기에도 지금이 적합하다고 봐요. 

서울시가 뷰티 도시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글로벌 뷰티 산업 
허브’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획이나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서울은 국내 최대 화장품 유통 및 뷰티 서비스 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기획‐생산‐유통의 자기 완결형 패션 산업 클러스터인 
동대문을 보유하고 있죠. DDP 기반의 혁신적 디자인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홍대, 성수, 종로, 가로수길 등 
발달된 상권과 트렌드 거점이 다수 분포해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홍릉 등 R&D 거점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와 다른 특징이 있죠. 
서울시는 이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뷰티 산업 거점을 조성할 
거예요. 우선 동대문 B the B를 뷰티·패션 산업의 본거지로 삼고, 
홍대·종로·가로수길 등 6대 지역 거점을 선정해 뷰티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에요. G밸리에서 연구지원을 받아 기존 산업과 
뷰티 산업의 융복합 발전을 차근차근 추진할 예정이고요.

뷰티산업팀 팀장이자 팀원으로서 ‘뷰티패션의 허브 서울’을 
준비하며 미래의 서울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산업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현상이 매우 고무적이잖아요. 뷰티, 패션, 
팝,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를 서양의 전유물로 여기던 시절이 
길었으니까요. 선풍적인 K‐콘텐츠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를 지속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만큼 뷰티와 패션 산업 문화의 발전을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 세계 사람과 기업과 자본이 모이는 
도시, 누구나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이 뷰티 패션의 허브로서 
서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서울시민과 뷰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가 있다면요?

뷰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DDP에서 열리는 뷰티위크 행사에 오셔서 다양한 뷰티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고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DDP 디자인장터에 
개관하는 서울형 뷰티 플래그십 공간 B the B도 잊지 말고 꼭 
방문해주시고요.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했으니 

SNS에 업로드도 해주시고요(웃음). 저희는 앞으로도 서울시가 
세계를 대표하는 뷰티 도시로 도약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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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뷰티 브랜드의 조건

뷰티 브랜드는 소비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한결같이 지켜내
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한결 같
음은 멈춤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
를 의미한다.

글 김지헌

03
GUIDE | 연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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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들은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알흠답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고운 우리

말을 비틀어 사용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아름답다’의 어원이 공교롭게

도 이와 비슷한 ‘알음’이라고 한다. 여기서 ‘알음’은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나다움을 아는 
것이 브랜딩의 핵심임을 생각하면 뷰티 브랜드의 성공 요건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즉, 뷰티 브랜드는 자기다움을 토대로 아름다움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뷰티 브랜드가 살아남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는 브랜드가 자기다움을 정의할 때 소비자가 뷰티 제품을 통해 추구하

는 진정한 욕구Needs가 아닌 제품Wants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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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브랜드 심리학자. KAIST 
경영대학에서 마케팅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소비자 심리학을 
근간으로 브랜드 전략을 연구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논문상과 우수 강의상을 다수 수상했다. 대표 저서로 《마케팅 
브레인》, 《디스 이즈 브랜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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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뷰티 브랜드가 되기 위해선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를 잘 활

용해야 한다. 광고와 유통을 덜어낸 정직한 가격을 콘셉트로 하는 와이즐리 컴퍼니Wisely 

Company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브랜드의 창업자들은 광고 및 유통 비용을 고객이 부담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품질에만 오롯이 집중한 브랜드를 기

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에도 화장품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주장하며 차별화를 시도

한 브랜드가 일부 있었으나 초기에만 잠깐 주목받았을 뿐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렇

다면 와이즐리 컴퍼니가 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첫째,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투명한 가격 구조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판매가 9,600원인 남성용 로션의 원가 5,824원(제조비 3,316원, 개발비 1,260

원, 물류 및 운송비 1,000원, 결제 수수료 248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세세히 공개한다. 이는 
가격 투명성이라는 시장 파괴적 콘셉트로 주목받은 미국 패션 브랜드 에버레인Everlane
을 떠올리게 한다. 에버레인의 CEO 마이클 프레이스먼Michael Preysman은 자신이 창

업한 이유를 ‘패션 유통 업계만큼 불투명하고 비효율로 가득 차 있는 산업이 없으며, 소비

자는 제조 공정과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을 해결하고 싶었다’라

고 말한 바 있다. 와이즐리 컴퍼니는 어쩌면 패션 시장 만큼이나 소비자와 생산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를 뷰티 시장으로 본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찌됐든 투명성을 경쟁력으

로 한 브랜드의 탄생 스토리는 공정을 최우선시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맞물리며 소비자들

을 열광하게 했다. 

둘째, 와이즐리 컴퍼니는 반응적 고객지향성Responsive Customer‐orientation이 아닌 선

제적 고객지향성Proactive Customer‐orientation을 실천하고 있다. 필자는 어느 날 사용

하던 제품의 가격이 40퍼센트 내렸으며 이는 수요 증가로 인한 비용 감소 때문이라는 메시

지를 받았다. 가격 경쟁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더 나은 가

치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할인한 것이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마존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늘 고객의 비용을 낮출 방법을 연

구하고 더 나은 요금제 상품을 제안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와이즐리 컴퍼니는 정직한 가격이라는 고객과의 약속을 일관되게 실천한 브

랜드 진정성Brand Authenticity 덕분에 더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브랜드의 탄생 스토리에 

주목하라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라는 책에서 홍성태 교수는 미국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

Revlon이 업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레브론 본사에는 ‘We sell (   )’

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Cosmetics(화장품)은 
제품 중심의 사고를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이다. 제품이 아닌 욕구 중심의 사고를 위해

서는 기업이 무엇을 파는지가 아닌 소비자가 왜 사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소비자는 예

뻐지려고 화장품을 산다. 그러면 Beauty(아름다움)가 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레브론이 사

용한 단어는 Hope(희망)다. 레브론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파는 것이다. 화장품

을 파는 것과 예뻐질 수 있다는 희망을 파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

을 만들어도 소비자 스스로 예뻐졌다는 믿음이 없다면 의미 없는 제품이 될 수 있다. 도브

Dove가 리얼 뷰티 캠페인Real Beauty Campaign을 통해 제품이 가진 장점이 아닌 여성들

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한 이유다. 

한편, 소비자가 뷰티 제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은 외적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외적 아름다움 못지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내적 아

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뷰티 브랜드는 마음이 
예뻐지고 싶은 소비자의 가치소비에 대한 욕구를 읽어야 한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탄생한 ‘문플라워스Moonflowers’가 성공한 
비결이다. 문플라워스는 다섯 살 때 네덜란드로 이민 간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 타미나 가

퍼Tahmina Ghaffer가 2020년에 만든 화장품 브랜드다. 아프간 여성들이 채취한 샤프란

을 주원료로 하는 이 브랜드를 소비하는 이유가 피부에 좋은 성분 때문만일까? 아마도 문

플라워스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가 샤프란 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

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유사한 국내 사례로 2015년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표로 설립된 ‘동구밭’

이 있다. 동구밭은 샴푸, 세제, 화장품 등을 주로 판매하며 월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발달 장

애인의 고용을 늘려, 2022년 현재 전 직원의 약 50퍼센트를 구성하고 있다. 동구밭은 소

비자의 건강뿐 아니라 친환경, 윤리적 생산을 지향하는 컨셔스 뷰티Conscious Beauty 철

학을 따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설거지 워싱바와 같은 환경에 좋은 고체 제품을 주로 생산

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95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농무부 유기

농 인증USDA ORGANIC’을 취득했다. 또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

지 않아야 취득 가능한 프랑스의 공식 비건 인증마크 ‘이브 비건EVE BEGAN’도 취득했다. 

MZ세대의 약 74퍼센트가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소비를 추구한다는 한 조사 기관의 연구 결

과를 볼 때, 앞으로 컨셔스 뷰티는 차별화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름다움을 

정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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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라

경쟁력 있는 뷰티 브랜드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 고객 맞춤화Customization를 고

려해 볼 수 있다. 흔히 전 세계 인구는 80억에 가깝고, 따라서 80억 개의 개성이 존재한다

고 말한다. 특히 뷰티 제품은 개인마다 브랜드 선택 기준과 평가 방법의 차이가 크다. 따라

서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가 2017년 MIT 출신 기계 공학자들이 만든 100퍼센트 맞춤형 헤어·바디용품 브랜드 펑

션 오브 뷰티Function of Beauty다. 창업 1년 만에 브랜드 가치가 1,000억 원이 넘을 만큼 
소비자의 반응이 뜨거웠다. 맞춤형 샴푸 제품을 주문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

발의 특성(직모, 곱슬, 건성, 지성 등)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17가지 샴푸 기능 중 5가지(탈색 방

지, 탈모 예방 등)를 선택한다. 이후 색상과 향의 종류 및 강도를 고르고, 용량을 선택(8온스, 16

온스)해 제품 세트(샴푸+컨디셔너)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명을 입력하면, 
이를 패키지에 인쇄해 배송한다. 펑션 오브 뷰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

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객 맞춤형 제품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의 완벽함이 아니라 선택 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만족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로세스 이코노미Process Economy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경쟁력 있는 뷰티 브랜드를 만드는 전략적 방안을 살펴보았다. 아름다워지고자 하

는 인간의 욕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기원전 35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화장품을 사용

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 역사가 깊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름다움의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그 변화를 이해하려는 끝없는 노력과 고객에게 약

속한 것을 한결같이 지키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뷰티 브랜드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메시지에 

진정성을 담아라

브랜드 진정성은 선과 악을 의미하는 도덕성Morality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건강에 해로

운 담배 브랜드도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

는 일관성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존경받는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가 남긴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라는 말은 진정성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브

랜드의 진정성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 유기농 비누 시장 1위 브랜드인 닥터 브

로너스DR. BRONNER’S다. 브랜드 설립 후 16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비누 판

매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브랜드 미션을 일관성 있게 
지켜오고 있다. 

창업 스토리도 흥미롭다. 닥터 브로너스의 창업자 엠마누엘 브로너Emanuel Bronner는 독

일에서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후 독일에 
있던 부모님이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평화를 외치는 연설을 했다. 이때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라는 의미에서 비누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는데, 유기농 성분으로 만든 비누의 품질이 너무 좋아 비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연설장에 몰려들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닥터 브로너스가 탄생했으며, 지금도 세상에 전달

하고 싶은 3만 개의 메시지(예, ‘우리는 하나다’)를 비누 포장지에 빼곡하게 담고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제는 소비자들이 메시지의 내용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들은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한결같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브랜드의 진정성에 매력을 느

낀다. 덕분에 광고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팬덤을 확고히 하고 있다.



모두가 아티스트인 

퍼스널 브랜딩 시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시대의 흐름이 생산자와 
창작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나날이 새로 등장하는 플랫폼 수만큼 배로 증가하고 있다. 이
런 환경에서 스스로 브랜딩이 되어 있으면 다양한 곳에서 기회가 들어오
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모두가 하나의 미디어이자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퍼스널 브랜딩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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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하셨어요?’ 5년 전,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살짝 당황했다. 나의 어떤 면을 알리거나 브랜딩 하려는 
의도로 무언가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몇 년 사이 
퍼스널 브랜딩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이제는 이 질문을 받는 
것도 익숙해졌다. 

사람들이 내가 퍼스널 브랜딩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과정을 돌이켜보니 그 시작점에는 단순한 것이 
있었다. 바로 좋아하는 마음. 목적 없이 좋아해서 한 일과 경험을 
인스타그램과 브런치에 꾸준히 기록하는 동안 여러 키워드가 
따라붙었다. 취향에 시간과 깊이가 쌓이면서 나라는 사람의 
해상도가 더 선명해졌다.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다양한 음악의 세계 안에서 푹 빠져들어 놀았다. 
매주 홍대 공연을 보러 다니고, 국내외 페스티벌을 찾아다녔다. 
뭔가를 바라고 음악을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그 덕분에 
여러 기회가 열렸다.

사회초년생 시절, 다니던 대행사에 페스티벌 SNS를 
운영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담당자로 콕 찍혔다. ‘우리 
회사에서 공연 제일 좋아하는 애’로 알려진 덕분이었다. 음악과 
관련된 새로운 스타트 업으로 직장을 옮긴 것도 비슷한 이유였다. 
내게 이직을 제안한 분은 나를 부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음악 좋아하고 마케팅하는 애’라고 하니 네가 떠올랐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마케터’로 알려져 있던 덕분에 
기회가 들어온 것이다. 여기에 퍼스널 브랜딩의 힌트가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메시지를 정해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마케팅이라면, 광고는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한다. PR은 
믿을 만한 누군가가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라면, 브랜딩은 ‘알아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상대가 
이미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마케팅은 소통이고, 브랜딩은 관계다. 브랜딩은 있어 보이게 
과장하거나 이미지를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없는 내용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가치를 발견해 소통하고, 꾸준히 
관계를 맺으며 내가 누구인지 상대가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하는 
것이다.

‘나이키’ 하면 로고와 슬로건이 바로 떠오르듯이, 브랜딩이 잘 
된 브랜드는 머릿속에 이미지와 메시지가 빠르게 떠오른다. 
브랜딩은 어떤 정체성을 떠올리는 인식의 속도를 짧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상대가 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될 때, 남들과 ‘다름’과 자기만의 
‘다움’이 있을 때 브랜딩은 강력해진다. 

정혜윤

독립한 마케터 겸 작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회사

와 세계 곳곳을 유랑했다. 10년간 에이전시 및 스타트업 업계에서 마케터로 일하다가 

2020년 여름, 회사로부터 독립 후 현재는 프리랜서 마케터 겸 작가로 일하고 있다.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하셨어요?

1) 뮤직 페스티벌을 즐기시는 정혜윤 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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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해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선 긱 이코노미Gig Economy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Creator Economy의 차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긱 이코노미의 ‘긱’은 ‘일시적인 일’을 뜻하는데, 1920년대 미국에서 재즈 공연이 유행할 
때 연주자들을 즉흥적으로 섭외해 공연하던 것을 ‘긱’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긱 이코노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돈을 버는 경제 시스템이다. 주로 오프라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번의 이벤트가 
수입으로 이어진다. 운전이나 배달처럼 상품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지는 않는다. 내가 들인 시간만큼 돈을 버는 구조이기에 확장성 면에서는 
한정적이다. 긱 이코노미의 예로 배민 커넥트, 쿠팡, 우버 등이 있다.

이에 비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개인의 개성과 열정으로 돈을 버는 구조다. 온라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팬과 구독자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시장에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는 만큼 콘텐츠와 서비스도 
천차만별이다. 온라인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을 들인 이후에는 
비교적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소극적 소득이 가능하다. 판매 개수에 
제한이 없기에 확장성 또한 무한하다.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팟캐스트, 뉴스레터 등 유료 구독 기반의 플랫폼과 팬과 
크리에이터를 직접 연결해주는 패트리온 등이 있다. 클래스101 또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누군가와 연결되고 돈을 벌 수 있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좋은 예시다.

미디어와 유통 구조의 변화,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온라인 선택지가 무한대로 넓어진 
상황에서 세분화된 타깃에게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란 말처럼, 틈새시장을 공략해 ‘나의 이야기와 능력’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팬’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등장,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  

2) 마이크를 들고 강의하는 모습과 청중들의 뒷모습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는 ‘1,000명의 열성 팬만 있으면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일로 크리에이터가 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돈을 
벌 수 있게 되었다. 팬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플랫폼과 서비스는 점점 더 
개인에게 힘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미디어가 세분화된 상황에서 
뾰족한 타깃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크리에이터의 목소리를 빌리는 
것이다. 여러 브랜드에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콘텐츠를 제작하길 희망하는 이유다. 
퍼스널 브랜딩이 되어 있으면 뚜렷한 특징을 가진 팬들을 모으고 관계 맺기도 좋지만, 
다양한 경로로 협업 기회가 들어온다.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팬이 생기면 나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와 가치를 더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 관계가 
끈끈해질수록 꼭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도 개인으로서 홀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힘이 
생긴다. 온라인 노출에 파워가 생기고, 신뢰도가 생기며 다양한 파트너 및 브랜드와 
협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나의 메시지를 통해 선한 영향을 주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변화가 디폴트인 시대에 내가 나에게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도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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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일관성 | 팬 만들기 
팔로워 수가 급상승하는 채널은 모두 일관성이 뚜렷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서로에게 에너지 소모다. 내 콘텐츠를 보면 
좋아할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맥락에서 디자인은 
중요하다. 말하지 않고도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썸네일의 디자인 포맷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바꾸는 채널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이를테면 패션 크리에이터 세이(@say_finesister)는 방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다. 주변에 신발이 쌓여 있어 얼마나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느껴진다.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성이 압도적으로 좋을 때다. 
‘숭’으로 알려진 이승희 마케터가 운영하는 영감노트(@ins.note) 
계정이 훌륭한 예다. 아무런 디자인 없이 그때그때 영감 받은 
순간을 있는 그대로 올리는 이 날것의 생생한 기록이 또 다른 
일관성으로 작용한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여러 개인 경우, 주제가 다르다면 채널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는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내 채널에 
들어왔을 때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채널이구나’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색깔이 다른 콘텐츠가 섞여 있으면 어떤 채널인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이해시키기 어렵다.

Marketer’s Opinion 

➌ 지속성 | 커뮤니티와 문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콘텐츠가 쌓이고 그 콘텐츠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온라인 공간의 분위기와 문화가 만들어진다. 
브랜딩의 핵심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공고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나 자신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 

퍼스널 브랜딩이 된 개인 계정으로 시작해 커뮤니티성이 생긴 
예로 성수 교과서라 불리는 제레의 뚝섬살이를 운영하는 
제레박(@zele._.park)이 있다. 성수동의 먹거리와 볼거리 꿀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며 사람들을 모았고, 지금은 1,500명이 모여 
있는 오픈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다.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성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간다.

지속성은 브랜드의 역사와 서사를 만든다. 이 서사를 함께 할 때 
팬·구독자와의 유대감이 더 깊어진다. 즉, 퍼스널 브랜딩 콘텐츠는 내가 
지속적으로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것과 누군가에게 정보나 재미를 주는 것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Marketer’s Opinion 

4) 사람들의 얼굴이 새겨진 브랜드 택을 달고 있는 신발, 옷, 생활용품 등

퍼스널 브랜딩을 돕는

세 가지 전략

브랜드는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 소비자 혹은 팬, 커뮤니티와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 
브랜딩에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자. 퍼스널 브랜딩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➊ 진정성 | 브랜드 핵심 메시지 정하기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도 진정성이 중요하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진심’이 
느껴질 때 상대도 움직인다. 《진정성이라는 거짓말》에서 앤드루 포터Andrew Potter는 
‘진정성은 상대적인 것이라 몰입의 총량이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한다. ‘이걸 좋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는 경험이 있다면, 뭔가에 푹 빠져 ‘몰입의 총량이 큰 일’이 있다면,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을 만들어주는 시대다. 

나는 글쓰기, 마케팅, 유튜브, 강연, 뉴스레터, 음악 큐레이션, 리추얼 진행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어떤 일을 하든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삶의 아티스트가 
되자는 한 가지 메시지를 꾸준히 던지고 있다. 핵심 메시지를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기를 추천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을 채워보는 것이다. 

나의 핵심 메시지는 내가 꾸준하게 콘텐츠를 즐기면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이면 좋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지 고민해보자. 그냥 퍼스널 트레이너가 아니라 
‘채식 식단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면 훨씬 더 뾰족하고 
흥미로워진다. 그렇게 나만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드러낼 방법도 고민해보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모으고, 문장이나 단어 형태로 키워드를 합쳐 나를 정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는 2020년에 회사 생활에서 독립한 이후 ‘독립한 마케터’라고 나를 소개하고 있다. 책, 
브런치, 유튜브, 강연 등에서 꾸준히 쓰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먼저 나를 ‘독립한 마케터’라고 불러준다.

Marketer’s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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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모든 일이 그 브랜드의 ‘다움’으로 귀결됨을 느끼게 된다. 
퍼스널 브랜딩에서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움직일 수 있다.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데미안》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퍼스널 브랜딩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렵다는 반응을 자주 보지만, 
내가 ‘내가 되는 것’은 본래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나’로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거쳐야 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렷해진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나의 정체성과 페르소나가 만들어진다. 

마케팅 구루Guru인 세스 고딘Seth Godin은 20년 전부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든 뭐든 이 시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티스트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아티스트는 꼭 디자인, 그림, 음악을 하는 
예술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파는 것을 
의미한다. 아티스트는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모두가 자기 삶의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뾰족하고 두드러진 취향과 자기다움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함께 살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아끼는 사람을 대하듯 자기 자신을 복돋아 주면 좋겠다.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나의 색깔을 소중히 다루고, 잠재력을 펼치며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모두가 

아티스트인 시대

3)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람 

    + 인스타그램, 유튜브, 편지 등의 요소가 날아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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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을 관통하는 기준을 만든 K‐뷰티는 어떤 형태로 우리 일상에 
스며 있을까. 아름다움의 본질적이고도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
하는 우리의 뷰티 산업은 부지런히 진화해 왔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 Enjoy

ITEM

당신이 알아야 할 뷰티 아이템

CURATION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세계로

IDEA

서울메이드의 질문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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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알아야 할 

뷰티 아이템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심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존재한
다. 계속해서 치솟는 뷰티업계의 성장이 이 같은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한
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괜찮은 
제품을 고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과연 어떤 것이 괜찮은 제품일
까. 각자 나름의 대답으로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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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떡이 아니에요

아렌시아 떡솝

H. arencia.c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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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떡솝’이라는 생소한 제품이 출시됐다. 
신생 뷰티 브랜드로 다양한 뷰티 아이템 중 솝Soap과 같은 고체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렌시아는 사람과 자연에 무해한 제품으로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자연과 환경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아렌시아의 떡솝은 
와디즈를 통해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끄는 데 성공했다. 누적 펀딩 금액 

1억여 원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제품으로 안착하게 된 배경에는 떡솝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간 아렌시아의 진정성이 크게 작용했다.

아렌시아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정제수를 넣지 않고 고체화하면 액상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패키징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에 착안한 떡솝은 자연 성분을 원료로 하는 것은 물론, 전 과정을 
핸드 메이드로 제작한다. 이 같은 정성과 더불어 피부 컨디션과 날씨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종류의 떡솝을 반씩 담아 제공하는 점 역시 고객 
만족이라는 가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질감이 쫀득쫀득한 떡 같다고 해서 떡솝이라 
이름 붙여진 이 제품은 초록색 컬러와 화이트 컬러로 나뉘어 컨디션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컬러를 적절히 배합해 사용할 수도 있다. 제작 
이후에도 고객들의 피드백과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떡솝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거품량이나 스패출러 등을 비롯해 실제로 떡솝을 사용하며 느낀 불편함을 
계속 개선해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브랜드마다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 우리가 브랜드 가치라고 
이름 붙이는 이것을 실제로 제품에 온전히 반영해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아렌시아의 떡솝은 어느 브랜드든 환경과 
고객을 생각하는 진정성을 지속하고 관철시킬 수 있다면 고객은 결국 그 신념에 
화답한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앞으로도 떡솝의 계속되는 흥행은 물론이고, 
떡솝에 담긴 고객 만족이라는 가치가 계속 관철되어 다른 신생 뷰티 브랜드의 
이정표가 되길 응원한다.

계속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면도기 구독 
서비스 기업 와이즐리는 최근 전 품목 가격을 약 40퍼센트 인하했다. 
와이즐리에서는 면도기 스타터 세트가 4,900원, 리필 면도날은 5,900원에 
불과하다.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늘면서 생산량이 궤도에 오르자 안정적인 
생산을 바탕으로 생산 단가 또한 하락한 결과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생산 
단가가 내렸다고 소비자 가격까지 인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면도기 1개와 면도날 2개로 구성된 스타터 세트는 저렴한 가격 외에도 좋은 
품질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모질과 피부에 맞게 설계된 5중 면도날을 비롯해 
고객이 직접 부드러운 면도와 깔끔한 면도를 위한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품의 수명과 위생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스타터 세트를 구독하면 리필 면도날이 원하는 주기로 배송되어 매번 면도날을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와이즐리는 서너 곳의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면도기 시장에 유통 구조를 
혁신하며 등장했다. 면도기 판매 대부분이 유통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던 기존 
판로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유통 마진을 
크게 줄였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면도기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구독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과 접점을 유지하며 재구매를 이끌어 
내고 있는 와이즐리는 면도기를 비롯한 뷰티 관련 생필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누적 고객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객들 역시 면도기에 대한 와이즐리의 혁신에 구매로 화답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 기세와 바람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이어질까.

면도기도 구독할 수 있다고? 

와이즐리 면도기

H. wiselycomp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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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제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가정용 제모기가 출시되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제모가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제모 크림이나 셀프 
왁싱, 면도기 같은 일회성 방식의 제모가 주가 됐지만,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의 
등장으로 집에서도 쉽게 영구적인 제모를 할 수 있다.

시중에 많은 가정용 제모기가 있지만 그중 국내 브랜드 이오시카의 제모기는 
사용자들의 실제 후기가 좋은 반응을 얻으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피부를 투과해 모낭만 무력화하기에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점 또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준다. 

이오시카 레이저 제모기의 제조업체 스킨사이언스는 연구개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우수 벤처기업 연구개발 
부분에 선정된 바 있는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레이저 제모기 역시 
제품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업계 최초의 5년 무상 서비스 
및 48시간 고객 서비스 제도에는 단 한 명의 고객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기업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6년 내 자사 제품을 구매한 후 AS를 받은 이력이 있는 
고객과 올해 오픈한 자사 브랜드숍 회원 3,578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오시카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를 1년 이상 사용 중인 응답자 

70퍼센트 이상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86.9퍼센트에 달했다. 특히 해당 
고객만족도 조사의 응답자 70퍼센트 이상이 제품 문제로 AS를 경험한 적 있는 
고객임을 고려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다. 뛰어난 제품력과 함께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오시카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이오시카는 
‘뛰어난 제품력’과 ‘AS’라고 답한다. 달리 무엇이 더 필요할까. 앞으로 
이오시카가 만들어 나갈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이제는 집에서도 편안하게 

이오시카 제모기

H. eosika.com

IT
E

M

비건은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요소가 되었다. 뷰티 
업계도 안전하고 건강한 성분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비건 뷰티’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율립은 천연 유래 성분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하고, 땅속에 매립하면 퇴비화되는 생분해 리필 케이스를 채택하는 
등 ‘사람과 지구의 아름다운 공존’을 모토로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제품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제품은 ‘립 올마이티 비건 립밤’. 그 어떤 동물실험도 
하지 않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든 틴티드 비건 립밤이다. 너티 밀크 컬러를 
비롯해서 코랄, 스테어리 등 다섯 가지 컬러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다. 천연 
성분으로 만든 엄마와 딸이 함께 쓸 수 있는 립밤을 콘셉트로 하는 율립은 
인체와 자연에 유해하지 않은 원료만을 엄선해서 선정한다고. 립 제품에 흔히 
들어가는 타르 계열의 색소부터 나노 성분, 동물 실험 원료, GMO 원료, 글루텐 
함유 성분을 제외하는 등 건강한 립 제품을 추구한다. 나아가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홈페이지와 패키지에 공개하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화장품 성분 분석 앱 ‘Think Dirty’에서 가장 
클린한 립스틱으로 평가하는 지표 ‘0’을 받은 것은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립 
제품을 추구하는 율립의 고집스러운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율립은 2017년부터 
유기농 및 천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개발해왔다. 2021년 리브랜딩을 하면서 
생분해 케이스와 리필이 가능한 립스틱 등 환경까지 생각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1퍼센트를 지구를 위해 사용하는 환경단체 ‘1% for the 

planet’에 회원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진정성이 없다면 불가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뷰티 업계에서 기술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며 소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의 진정성이 유지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면, 소비자들은 그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사실을 
율립은 잘 보여준다. 점차 입술과 피부가 건조해지는 계절, 립밤 구매를 고민할 
때 율립을 떠올려보길 바란다.

모든 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율립 비건 립밤

H. yulipbeau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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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세계로

K‐뷰티는 한국에서 제조된 화장품 제품을 포괄하는 용어이자, 나
아가 한국의 화장품 산업 자체를 의미한다. 처음 동아시아에서 인
기를 끌었던 K‐뷰티는 이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의 저력에 힘입어 줄기차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우리가 추구
하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흥미로운 콘텐츠들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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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or is Present: Seoul

아트스페이스 합정

지난 8월 16일부터 아트스페이스 합정에서 한국 배우 200인 사진전 <The Actor is 

Present: Seoul>이 한창이다. 이번 전시의 슬로건은 ‘RE:BOOT K‐MOVIES’. 팬

데믹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견뎌내고 다시 비상하는 한국 영화를 응원하며, 다시 극장

으로 향하는 관객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사진전은 한국 영화사 최초로 열리는 
한국 배우의 대형 포트레이트 전시로,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와 <더 스크린>이 진행한 
한국 배우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 ‘KOREAN ACTORS 200’ 캠페인의 일환이다. 한국 
영화배우의 글로벌 홍보와 공신력 있는 콘텐츠 아카이빙을 위한 캠페인으로, 한국 영화의 
흥행 기여도와 독립 영화 기여도, 국내외 영화제 수상자를 바탕으로 남녀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의 배우를 선정해 소개한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 한국 영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이벤트가 됐다. 그만큼 한국 영화와 배우, 그 배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K‐뷰티를 향

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이다. 이번 사진전은 한국 배우 200인의 얼굴과 그 아름다운 얼굴

에 더해진 K‐뷰티를 함께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전시는 10월 15일까지.

EXHIBITION

ⓒ더스크린

ⓒ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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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강림

tvN

tvN 드라마 <여신강림>은 야옹이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이 원작이다. 외모 콤플렉스를 가

진 여자 주인공 주경은 학교에서 못생겼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철저하게 아웃사이더

로 지내는 외톨이다. 결국 주경은 따른 학교로 전학 가게되고, 새로운 학교에서 메이크업

의 힘으로 여신으로 거듭난다. 주경은 화장이라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조금씩 성장한다. 화장을 통해 여신이 되고, 꿈과 사랑을 이룬다는 환상 같은 로

맨틱 코미디 이야기는 K‐뷰티와 함께라면 더는 환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K‐뷰티의 놀라

운 화장술은 능히 꿈과 사랑을 이뤄줄 수 있다. 드라마에서 주경을 연기한 배우 문가영의 
화장 전후 모습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무척 쏠쏠하다. 뿔테 안경에 홍조 가득한 민낯의 주

경과 화장으로 홍조를 가리고 아름다운 여신으로 탄생하는 여신 주경의 모습을 영상으로 
비교해보면 요즘의 K‐뷰티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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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아티스트

자파르 나자피Jafar Najafi

제19회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2022에서 선보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2020년에 
개최한 같은 영화제에서 큰 주목과 인기를 얻은 이란 단편 영화 <아쇼Asho>의 자파르 나

자피 감독이 제작한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대학에 진학해 영

화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미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에서 감독은 꿈 때

문에 남편과 갈등을 빚는 젊은 여성의 삶을 조명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미

나에게는 남편뿐 아니라 이란의 관습 또한 장애물이 된다. 자신이 꿈을 향해 떠날 경우, 반

드시 남편이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해야 하는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야 하는 것. 그래서 미

나는 자기 아들을 잘 보듬어줄 남편의 새 아내를 직접 찾기로 한다. 꿈을 이루기로 결심한 
미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꿈을 찾아 도시로 떠난다. 
자신의 빛나는 꿈을 위해 관습에 굴복하지 않고 열렬히 나아가는 미나의 이야기는 세계를 
무대로 K‐뷰티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열정을 떠올리게 한다.

DRAMA

ⓒtvN ⓒEIDF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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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를 말할 때 블랙핑크를 빼놓을 수 있을까. 최근 블랙핑크가 [핑크 베놈]으로 컴백했

다. 앨범이 발매되기 무섭게 전 세계 73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은 물론, 
미국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내 여성 아티스트 곡으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다.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에서는 우

리나라 전통 모티브를 담은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만나볼 수 있다. 거문고 소리로 시작하

는 도입부와 조선시대 머리 장식인 떨잠과 얹은머리 등 동양적인 요소가 가득한 헤어스타

일은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매력이 느껴진다. 동양적인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멤버의 개

성을 살린 메이크업도 흥미롭다. 브라운 컬러의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 제니, 글리터를 눈물

처럼 얹은 메이크업에 강렬한 캐츠아이 메이크업으로 여전사 느낌을 강조한 로제, 볼드한 
아이라인으로 매력을 배가한 리사, 자개 디테일의 매력적인 네일아트를 보여주는 지수까

지. 이처럼 우리나라 전통 모티브를 담은 블랙핑크의 이번 뮤직비디오가 불러올 K‐뷰티를 
향한 관심이 벌써 기대된다.

PINK VENOM

블랙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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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화장》은 직관적인 책 제목처럼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특정 시대를 풍미한 우리

나라의 유행 화장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그 시대를 살아간 여성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

법과 모습을 들여다보는 뷰티 큐레이션 북이다. 아모레퍼시픽 크리에이티브센터의 콘텐

츠 프로젝트로, 《부엌 매거진》으로 널리 알려진 출판사 로우프레스가 제작을 맡았다. 현존

하는 가장 오래된 국내 뷰티 매거진 《향장》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아카이빙해

왔던 방대한 자료를 복원하고 발췌해 무려 77년간의 우리나라 유행 화장을 한 권에 담았

다. 시대별 뷰티 아이콘이었던 여배우들의 인터뷰와 화장법, 겟잇뷰티 PD와 대표적인 뷰

티 유튜버 이사배의 인터뷰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유행화장》은 ‘Live 

Love’라는 주제로 시대별 역사와 가치관, 스타일을 화장이라는 매개로 이해한다.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 그 얼굴에 맞는 화장법도 다르다.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

을 발견하고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길.

BOOKMUSIC

유행화장

아모레퍼시픽 크리에이티브센터 | 로우프레스 

ⓒ아모레퍼시픽ⓒYG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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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에게 아름다움은 (    ) (이)다.

B. 당신에겐 ‘서울’이란 무엇인가요?

《SEOUL MADE》 28호를 통해 만난 
이들에게 물었다.

A. 나다움 

아름다움은 곧 ‘나다움’ 아닐까요? 있는 그대로 개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나만의 스타일로 자기표현을 즐기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B. 혁신

세상 어떤 도시보다 가장 혁신적인 도시죠. 빠르게 변화하고, 
변화를 즐기는 혁신가들이 모여 있어 트렌디한 혁신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무신사

뷰티팀 리더 양성찬

A. 함께 만드는 것

아름다움은 혼자 외롭게 만들어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 때 더 탁월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B. 세계로 가는 첫걸음

서울에서 탄생한 새로운 것들이 파생되어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 테스트하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하죠. 
전 세계로 나가기 위한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드비컨

대표 박민석

A. 자신감

내가 만족하는 나만의 아름다움이 인정되는 순간이요.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해도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어요.

B. 나, 너, 우리

제가 서울 태생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 역시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저에게 서울은 삶의 터전이자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사는 곳이에요. 

클래시스

경영기획팀 팀장 최유진

에디터 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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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를 찾는 여정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크고 작은 내적·외적 아름다움을 좇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아름다움을 좇는 과정에서 개성, 
취향, 사고방식 등 나를 구성하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며 저만의 
색깔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B. 개성과 트렌드의 허브

서울은 새로운 트렌드가 쉼 없이 생성되는 트렌드 허브와 
같은 곳이에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과 딱 맞는 트렌드를 
마주하거나 여러 가지 트렌드를 조합해 자신만의 개성을 창조해 
나가고 있죠. 

서울특별시 뷰티산업팀

팀장 김정묵

A. 본능

인간은 아름다운 것, 예쁜 것을 마다하지 않잖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같아요.

B. 변화와 가능성의 도시

서울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편의시설, 트렌드에 따른 발 빠른 변화는 서울만이 가진 
독특한 면이죠. 지금은 뷰티, 패션, 무엇이든 서울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도 환영받아요. 항상 변화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하는 에너지 그 자체가 곧 서울 같아요.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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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서울메이드를 만나다

fyi 

fyi는 역삼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따듯한 메시지를 전하며 삭
막한 오피스 상권에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업무에 지친 이들을 위한 
디저트는 물론이고 업계 선배들의 격려의 말, 브랜드 협업 전시 등 지
금 일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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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yi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fyi는 도시 콘텐츠 전문 기업 어반플레이가 만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라운지예요. 

fyi는 ‘참고’를 의미하는 ‘For Your Information’의 축약어인데요. 이름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콘텐츠가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카페와 살롱, 서가, 쇼룸 등 
일하면서 쉴 수 있고 또 영감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카페 운영은 
‘오디너리핏’이 협업해 맡아주고 있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라운지’라는 카피가 인상적이에요. 
공간을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라운지’라는 단어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가벼운 카페 이용을 비롯해, 업무를 보는 분들이 작업과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죠. 집중하기 좋은 음악, 일하다가 허기질 때 먹기 좋은 
디저트도 준비했고요. 쇼룸이나 서가에 들러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라운지’라는 카피에 걸맞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쇼룸에선 어떤 큐레이션을 선보이나요?

시즌별로 다른 테마로 운영되면서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다양한 브랜드 및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폭넓은 전시를 선보이고 있죠. 저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라 팀원들이 가장 공들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어반플레이 
커뮤니티 매니저 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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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토크’와 ‘포워딩 클럽’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죠?

브랜드 토크는 쇼룸 전시를 함께 진행하는 브랜드의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브랜드의 업무 방식, 일에 대한 철학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죠. 포워딩 클럽은 일과 일상의 
밸런스를 맞추고, 나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발전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태도를 나누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획하고 
있어요.

방문객의 반응이 뜨거웠던 프로그램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시즌마다 키워드와 협업 브랜드가 달라서 딱 하나만 뽑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 ‘Vol.4 worker’를 함께 했던 연사분들의 아티클이 기억에 남아요. 일하는 
사람의 여덟 가지 고민에 대해 8명의 크리에이터가 직접 손 편지를 써 주셨는데, 저희도 
깊이 감명받았어요. 

《SEOUL MADE》 내용을 일부 열람할 수 있는 미니북을 배포하고 있어요. 《SEOUL 

MADE》를 매장에 비치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fyi’하기 좋은 매거진이라고 생각해요. 가볍지만 주제에 따라 
핵심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도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SEOUL 

MADE》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SEOUL MADE》 덕분에 fyi가 전달하는 콘텐츠가 
풍부해졌습니다.

협업하는 브랜드나 인플루언서, 책을 큐레이션 하는 fyi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많이 고민해요. 직접적으로 일과 관련이 있는 인플루언서나 
책이 아니어도 일하는 매일의 일상에 영감을 줄 수 있다면 협업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이러한 점이 ‘Vol.5 grove’ 전시 때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책과 기록의 도구를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새로운 영감을 전달했으니까요. 앞으로도 fyi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에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fyi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일하는 사람이 부담 없이 들러 언제든지 영감과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감사하게도 fyi를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fyi를 만들어가는 팀원들도 ‘일하는 사람’인데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공간인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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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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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BOOK PREVIEW MINI BOOK 

OFFLINE STORE

교보문고

영풍문고

아크앤북 잠실점

아크앤북 이태원점

카페스콘

동아서점

문우당서림

ONLINE STORE

교보문고 kyobobook.co.kr

영풍문고 ypbooks.co.kr

인터파크 interpark.com

알라딘 aladin.co.kr

YES24 yes24.com

AROUND a‐round.kr

E–BOOK STORE

교보ebook digital.kyobobook.co.kr

YES24 yes24.com

알라딘 aladin.co.kr

밀리의 서재 millie.co.kr

리디북스 ridibooks.com

슬로우포레스트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5길 20

연남방앗간

연남동 본점, 서울역점

오드마인드

서울 성북구 월곡로18나길 1, 1층

잇다 프로젝트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31길 14

카페스콘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72

fyi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80

동아서점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108

문우당서림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5

브로콜리숲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2번길 

21‐10, 2층

아크앤북

이태원점, 잠실점

햇살속으로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346, 1층

오브젝트

홍대점, 삼청점, 삼덕점, 서면점

전주점, 제주 선흘점, 성수점

비사이드그라운드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36

데어바타테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88, 지하 1층

CAFE BOOK STORE

DESIGN SHOP

《SEOUL MADE》가 제안하는 

서울의 브랜드

하이서울어워드 선정 뷰티 브랜드 6 곳을 소개한다.RECOMMEND

보나쥬르 @bonajour_official

자연주의 화장품만을 고집하는 천연 화장품 브랜드 보나

쥬르. 한국 최다 비건 인증 스킨 케어 브랜드답게 천연 자

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한 ‘착한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즈앤트리 @isntree_kr

이즈앤트리는 자연 원료와 기능성 원료를 배합해 피부에 
안전한 성분을 연구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그린 뷰티 브랜

드로 유해 성분을 배제한 자연 원료만을 선별해 사용한다.

미팩토리 @mefactory_official

피지, 모공 관리에 능통한 모공 케어 전문 브랜드 미팩토리. 
피지 케어 제품인 돼지코팩을 비롯해 유분 케어에 탁월한 
파우더 팩트 등의 스킨 케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아프리모 @afrimo_perfume

향수 브랜드 아프리모는 하이엔드 브랜드와 동일한 디스

펜서와 해외 최고급 머스크를 모든 향수의 베이스 노트

에 사용해 아프리모만의 독자적인 향을 개발한다. 

오가나셀 @organacell 

프리미엄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오가나셀. 경력 10년 이

상의 피부 전문가들이 수집한 수만 명의 피부 고민 데이

터와 성분을 기반으로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고 있다.

닥터시드 @dr.seed_official

일상에 무해한 원료로 건강한 변화를 주도하는 라이프 케

어 브랜드 닥터시드는 모든 원료의 성분과 구성 물질, 함

량비를 검수한 후 제품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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