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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아세안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최근 10년간 평균 7.3%의 높은 성장
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도 2010년 이후 1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시장은 인근 할랄 문화권인 말레이시아 진출의 발판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진출이 쉽지는 않다. 유럽 및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 전체
화장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의 시장점유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0.3%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인
도네시아의 화장품 시장 성장세는 1.8%로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부 품목별로는 성장이 예
상되는 분야도 많아 우리나라 기업에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중 52.9%를 차지하는 스킨케어 제품군은 코로나19 여파에도 2020년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인도
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프리미엄과 중저가 브랜드 모두 메이크업류 제품보다는 스킨케어 제
품군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세부 품목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가진 안
티에이징과 페이스 마스크 제품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의
對인도네시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기술력 향상, 이커머스의 활용, 유통망
변화에 대한 대처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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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리나라의 2019년 화장품 수출액은 64억

나 유럽계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 전체 화장품

8,600만 달러로 10년 새 약 14배 이상 증가하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

으며, 전 산업 수출에서 화장품산업이 차지하는

의 시장점유율 상승세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

비중은 약 1.2%이다. 또한 2022년까지 일자리 30

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1)

만 8,000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장품산

은 0.3%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업은 향후 수출확대가 유망하고 고부가가치를 창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2020년 인도네시아

출할 수 있는 소비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전체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

러나 2019년 현재 중국(46.8%)과 홍콩(14.2%) 등

로 예상되지만 세부 품목별로는 상이한 영향을 받

중화권으로의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수출지

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도네

역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아 화장품산업의 현황과 코로나19가 인도네시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시장은 최근 10년간 평균

아 화장품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7.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살펴본다. 이어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인도

의 對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도 12배 가까이 성

네시아 진출 현황과 주력 상품을 분석하고 코로

장하여 2019년 6,063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나19가 우리나라 기업 및 브랜드에 어떠한 영향

만큼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한국 기업에 소

을 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포스

비재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

트 코로나 시대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나라 화
장품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1) 관계부처 합동,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 방안”, 2019.12.5.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현황
(1)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의 규모

미하며 화장품법2)에서는 화장품을 12가지 유형3)
으로 구분하고 있다.4)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
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
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

2) 화장품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제3호 관련 별표 2.
3) 어린이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염모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
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방지용 제품류.
4) 공정거래위원회(2011.12) 「화장품산업과 경쟁정책」, p.1.

2 0 2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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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세안 주요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도네시아

46.9

50.0

52.9

56.4

59.8

60.9

태국

53.9

57.4

61.3

65.9

70.9

76.6

말레이시아

19.4

20.5

21.8

23.2

25.1

27.2

베트남

15.7

17.1

18.5

19.8

21.3

22.9

세계시장에서 인니 비중

1.05

1.11

1.11

1.14

1.20

1.18

*
*
*
*
*

자료 : Euromonitor data 이용 필자 작성.
주 : *는 추정치.

<그림 1>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규모와 성장률(20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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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monitor data 이용 필자 작성.

화장품산업은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주요 부

에서의 비중은 2019년 기준 1.18%이다. 특히 최

문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23개의 대기업과

근 경제성장과 중산층 규모 확대에 따라 향후 빠

737개의 중소·중견기업이 화장품을 제조하고, 연

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평균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유로모
니터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2)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구조

은 매출 59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5.8% 성장하였으며, 2024년까지 74억 6,000만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유럽 및 미국계 기업

달러에 이르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19년 기준 다국적 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태국에 이어 두 번

업인 Unilever Group, Proctor & Gamble co,

째로 큰 화장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The, L’oreal Group이 각각 22.5%, 8.2%, 5.4%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과 비교 시 이

5)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 지부(2018.12), 「인도네시아 국가개황 및 소비
재시장」,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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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의 유통구조별 점유율 변화(2014~2019)
25

(%)

20
15
10
5
0
2014

2015
E-Commerce

편의점

2016

2017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2018
H&B 스토어

2019
약국

자료 : Euromonitor data 이용 필자 작성.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

가 22.6%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하이퍼마켓

고 있다. 특히 Paragon Technology and Inno-

(13.8%), 슈퍼마켓(10.4%), 편의점(10.2%) 순이

vation PT는 2010년에 0.6%에 불과하던 시장점

다. 이 중 하이퍼마켓,6)슈퍼마켓에서의 판매 비중

유율이 2019년에는 2.9%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은 2014년부터 소폭 줄어들고 있으나 H&B스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

어, 편의점, 약국에서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

(Amore Pacific corp)과 LG생활건강은 2019년

하고 있다.

각각 0.2%와 0.1%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9년 기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의 유통구조를 보면 아

준 3% 수준으로 높지는 않지만 2014년의 0.6%에

직까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의 판매가 월

비해 5배나 증가한 만큼 향후 급격한 상승세에 주

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

목할 필요가 있다.

준 89.8%의 화장품이 매장을 기반으로 한 소매
업체에서 판매되었다. 소매업체 중에서 H&B스
토어(Health and Beauty Specialist Retailers)6)

6)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미용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소매점이다. 드러그스토어라고도 불리나 드러그스토어
보다는 미용·건강부문이 강화되었다.

3.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 화장

특히 이전 1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7.3%와

품 시장 규모는 60억 8,500만 달러로 코로나19

비교 시 2020년의 성장률은 1.8%에 그칠 것으로

로 인해 다소 주춤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예상되어 매우 낮다. 그러나 세부 품목별로는 성

된다.

장이 예상되는 분야도 많다.

2 0 2 0 1 0

51

인도네시아 화장품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1) 코로나19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이

에 대한 관심이 판매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품목

2019년 전체 매니큐어 제품류의 매출은 613
만 1,000달러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나,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

2020년에는 708만 7,000달러로 15.6%의 급격

두기가 확산되면서 매니큐어 제품류가 수혜를 볼

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품목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인

로는 매니큐어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해 가정에서 손수 손발톱을 관리하는 시간이 늘

둘째, 개인위생 및 청결과 관련된 제품의 판매

어나고,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 이슬람 종교

증가가 예상된다. 목욕 및 샤워제품은 2020년에

특성에 따라 손쉽게 관리 가능한 매니큐어 제품

약 5억 6,673만 달러 매출로 2019년 대비 10.3%

<그림 3> 매니큐어류의 제품별 판매 변화(20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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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monitor data 이용 필자 작성.

<그림 4> 목욕 및 샤워 제품의 제품별 판매 변화(20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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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monitor data 이용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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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킨케어 제품군의 제품군 판매 변화(20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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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monitor data 이용 필자 작성.

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제품군 중

8.5%, 바디케어는 6.4%, 스킨케어 세트 및 키트

가장 시장규모가 큰 고체비누(바형) 제품은 9.2%

는 3.9%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청결을 위해 샤워 및 세안하는 빈도가 잦

(2) 코
 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

아지면서 피부 관리를 위한 스킨케어 제품군의 사
용 빈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킨케어 전체
제품군의 2020년 총 매출은 18억 5,000만 달러

반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인 활동의 축소와

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 17억 1,000만 달러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메이크업 제품류의 매출 감

다 다소 증가한 규모이다. 스킨케어 제품은 바디

소가 예상된다. 2019년 메이크업 제품의 총 매

케어, 페이셜 케어, 스킨케어 세트 및 키트로 크

출은 5억 8,000만 달러였으나, 2020년에는 5억

게 분류할 수 있는데 페이셜 케어는 2019년 대비

7,200만 달러로 1.5% 매출 감소가 예측된다. 메

<그림 6> 메이크업류의 카테고리별 판매 변화(20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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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monitor data 이용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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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업 제품 중 여러 가지 메이크업 제품이 하나의

축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따라 사치품에 해당하는

키트에 포함되어 있어 이동 시에 용이한 메이크업

프리미엄 향수류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2019

세트 및 키트 제품의 판매가 8.2%나 감소할 것으

년 인도네시아의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의 총 매출

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및 출장 등

은 5억 4,000만 달러였으나 2020년에는 1.3% 감

의 축소 결과이다. 아이(눈화장)메이크업 제품과

소한 5억 3,300만 달러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

페이셜 메이크업 제품 역시 각각 3.0%, 2.8% 감

된다. 프리미엄 화장품 중 향수류와 메이크업류는

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의 위

각각 8.3%, 3.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4.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입 및 진출 현황
(1)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으로 수출이 성장한 배경에는 ‘한류’의 영향을 포
함한 한국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 작용한 것으로

한국화장품은 인도네시아 전체 시장에서 차

보인다.

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한국의 인도네시아 화

품목별로 보면 2019년 기준 對인도네시아 화장

장품 수출은 2010년 이후 급성장하여 2019년

품 수출 중 기초화장품 제품류가 3,204만 달러로

6,063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2010년도 수출

전체 수출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0

금액의 약 12배에 달한다. 2019년 인도네시아

년 대비 9.9배 성장한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메이

로부터의 수입은 360만 8,000달러로 5,702만

크업류가 417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2010년 대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2010년을 기점

비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림 7> 對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입 현황(2005~2019)
70,000

(천 달러)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자료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데이터 이용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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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對인도네시아 주요 화장품 품목별 수출 추이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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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무역협회 data 이용 필자작성.

(2) 한국화장품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

네시아 현지에서 약 70여개의 브랜드 단독 매장
을 운영 중이다.
둘째, 인도네시아 현지에 생산공정을 갖춘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화장품 기업
을 크게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DM기업인 코스맥스는 글로벌 제조개발생산
(ODM) 회사로서 2012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첫째, 현지법인과 단독매장(판매대리점 계약)

로레알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유니레버,

을 운영하는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은 2013년 인

로레알 등 다국적 기업이 주요 고객사이다. 2016

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 후, 설화수(Sulwha-

년에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무이(MUI)에

soo), 라네즈(Laneige), 이니스프리(Innisfree),

서 국내 화장품 ODM업계 최초로 할랄 적합 판

마몽드(mamonde) 브랜드를 론칭하였다. 2020

정을 받았다.

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대형 유통회사인 MAP(PT

셋째, 수입·유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인도네

Mirta Adiperkasa Tbk)7) 그룹과 비즈니스 파트

시아에 진출한 기업 및 브랜드이다. 마스크팩 전

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매

문 브랜드인 메디힐(Mediheal)을 보유한 앨앤피

출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한 LG생활건강은

코스메틱(L&P cosmetics Co Ltd.)과 코스알엑

2004년부터 ‘더 페이스 샵’ 브랜드를 가지고 인도

스(COSRX) 등과 같은 중소기업도 현지 수입 및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주요 H&B스토어 및

7) MAP그룹은 SOGO, 갤러리 라파예트, 세포라 등 글로벌 유통채널과 스
타벅스, 자라 등 글로벌 브랜드 현지 운영권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대
형 유통회사이다.

마트 등에 제품을 입점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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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화장품 기업의

매출 규모를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

브랜드별 주력 제품

으로 유로모니터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프리미엄 브랜드가 강점을 지닌 품목의 성장이 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브랜드는 크게 고급 백화점을 중심으로 입점해 있

중저가 브랜드 중에서는 페이스 마스크가 우리

는 프리미엄과 H&B스토어, 마트, 단독매장, 온라

나라 기업의 제품이 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인 등에서 구입 가능한 중저가 라인으로 구분할

다. 2019년 인도네시아 페이스 마스크 제품의 브

수 있다. 대표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모레퍼

랜드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인 앨앤

시픽의 설화수를 꼽을 수 있다. 그 외 이니스프리

피코스메틱의 마스크팩 전문 브랜드 메디힐이 전

(Innisfree), 더 페이스샵(The face shop), 메디

체 페이스 마스크 시장의 38%로 시장점유율 1위

힐(Mediheal), 코스알엑스(COSRX) 등은 중저가

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아모레퍼시픽의 이니

브랜드에 속한다.

스프리 9%, LG생활건강의 더 페이스샵 8%의 시

우리나라 기업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안티에이

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브랜

징 제품에 우위를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 프리미

드들은 페이스 마스크 제품군에 55%의 시장점유

엄 스킨케어 제품 중 안티에이징 제품의 브랜드

율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 2019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

인도네시아의 2019년 전체 페이스 마스크의

의 설화수가 11%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9

매출은 566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의 성장률

년 인도네시아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제품의 매출

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은 5,728만 6,000달러였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에는 매출 667만 달러의 규모로 소폭 상승할 것으

불구하고 2020년 전년대비 12.2%의 매출증대가

로 보인다. 2024년까지 1,206만 4,000달러의 규

예상되며, 2024년까지 1억 2,016만 4,000달러

모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인도네시아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제품의 브랜드별 점유율(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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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monitor data 이용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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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인도네시아 페이스 마스크 제품의 브랜드별 점유율(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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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Euromonitor data 이용 필자 작성.

5. 기업전략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태국에 이어 두

가 예상된다.

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프리미

10년간 연평균 7.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만

엄과 중저가 브랜드 모두에서 메이크업 제품군보

큼 잠재력을 갖춘 매력적인 소비재시장이다. 더불

다는 스킨케어 제품군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점

어 인도네시아는 인근 할랄 문화권인 말레이시아

에서 긍정적이다. 세부 품목으로 보면, 우리나라

진출의 발판이라는 장점이 있다.

기업이 강점을 가진 안티에이징과 페이스 마스크

그러나 2019년 Unilerver Group, P&G,

제품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L’oreal group 등 유럽 및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

시장점유율의 36.1%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화

라 기업의 對인도네시아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장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술력

화장품산업 육성 정책의 결과로 현지 기업들의 점

향상, 이커머스의 활용, 유통망의 변화에 대한 대

유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처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진입이 용이하지는 않다.

첫째. 안티에이징 제품 등 고기능성 제품에 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인도네시아 전체 화

한 과학적 검증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

장품 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

도네시아인들은 천연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선

되지만, 對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중 52.9%를

호하므로, 재료 및 기능성 향상에 대한 끊임없는

차지하는 스킨케어 제품군은 2020년 매출 증대

R&D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수출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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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생산공정을 가지고 있는 ODM 기업과의 협

셋째, 특히 중저가 브랜드의 경우 우리나라 기

력이 필요하다. 현지인에게 익숙한 천연재료 사

업들의 주력 제품의 쏠림 현상이 있다. 인도네시

용 및 할랄 인증 제품과 더불어 고기능성이 인증

아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중저가 브랜드의 다수가

된 제품 개발을 통해 현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스킨케어 제품군의 페이스 마스크 판매 비중이 가

나가야 한다.

장 높았다. 브랜드별로 고유의 주력 상품의 개발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건강과 미용

및 발굴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

에 대한 관심 증대로 ‘더마 코스메틱’ 시장이 확

장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진

대되는 추세이다. 피부증상 개선 및 피부장벽 강

출 중소기업의 경우 브랜드 홍보를 위해 부족한

화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 수준의 고기능성 제품인

자금력과 다수의 경쟁 상품이 존재하는 유통구조

더마 코스메틱의 인도네시아 시장 규모는 2019

속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다. 그

년에 3,317만 6,000달러였으며 이는 2010년

러므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1,388만 1,000달러보다 2.4배 성장한 규모이다.

품질력과 아이디어를 앞세워 브랜드별 고유의 주

아직까지 많은 기업이 인도네시아 더마 코스메틱

력 상품 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중 특히 스킨케어 분야는 진출해 있지 않다. 우리

넷째,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과 유통구조의 변

나라 기업은 더마 코스메틱 스킨케어 분야에 경

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쟁력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 및 확대

단독매장을 운영하여 진출한 기업의 경우, 오프라

해 나가야 한다.

인의 매장 수의 확장보다는 이커머스 및 현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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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회사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고 있는 추세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서의 이커머스 이용률

커머스를 이용한 구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은 2019년 기준 3%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나

되며, ‘더마 코스메틱’ 화장품류의 성장과 더불어

2014년에 비하면 5배가 증가한 만큼 급격한 상

H&B, 약국에서의 화장품 판매 비중이 향후 증가

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H&B

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응한 적절한 기업들의

스토어와 편의점, 약국에서의 화장품 판매가 늘어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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