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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 산업경쟁력강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지난 10년간 급속한 산업구조변화를 겪은 한국화장품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보건산업통계자료, 신문기사, 

선행연구, 기업보고서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F 경제위기 이후 대

기업 중소기업에서 OEM기업과 브랜드샵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생산구조로 재편된 화장품산업구조는 연구개발기능이 

강화된 ODM기업과 판매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는 브랜드샵의 협력을 통하여 산업조직이 유연적으로 변화하였다. 공간

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재편과정에서 한국화장품산업은 혁신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 한국화장품산업의 위상이 향상되었다. 

주요어 : 산업구조재편, 화장품산업, 산업경쟁력, 지역자산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uilding proces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osmetics industry in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 For this study, cosmetics industry in 
Korea is selected as a research subject. Secondary data and the Korea Health Industry Statistics are ana-
lyzed to examine the overall changes of the cosmetics firms under the changes of global economy over-
time. In-depth interviews of the case firms are also conducted to understand the old and new corporate 
strategies which locate with the sustainability and competitive advantages under an uncertain environ-
ment. As a result of the restructuring processes, the Korea cosmetics industry has upgraded its position 
as an innovative power in the world cosmetics industry. In addition, during the restructuring processes, 
cosmetics industry is overwhelmingly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reflecting intensification of ag-
glomeration economies. 

Key Words :  industrial restructuring, cosmetics industry, industrial competitiveness, regional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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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세계화에 흐름에 따라 지역이 경제활동의 주체

로 부상하면서, 기업활동을 위한 지역환경조성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지리학

자들과 지역연구자들은 세계화 과정 속에서의 지

역발전 패턴과 프로세스를 밝히고, 지역발전에 관

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클러스터(Por-
ter, 1998), 혁신환경(Camagni, 1991), 학습경제

(Lundvall and Johnson, 1994), 학습지역(Morgan, 

1997),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Lundvall, 1988; Freeman, 1995; Nelson, 

1993),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Cooke et al, 1997; Cooke, 2001) 등이 논의

되었으며 제도적 환경,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제도

적·조직적 학습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이

와 같은 영역적 기반의 논의들과 함께 다양한 공

간범위를 아우르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

적인 논의가 글로벌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
tion Network)·글로벌상품사슬(Global Commod-
ity Chain)·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ereffi, 1994, Gereffi and Korzeniewicz, 1994; 
Humphery and Schmitz, 2002; Hess and Yeung, 
2006, Coe et al., 2008)이다. 기존의 지역중심의 

클러스터, 혁신체계론과 글로벌생산네트워크 논

의는 공간적 범위를 인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

다. 클러스터와 혁신체계는 공간적 범위를 지역 

중심으로 논의한 반면, 글로벌생산네트워크·글

로벌가치사슬은 지역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공간적 범위에 중심을 둔다. 점차 두 가지 관점은 

점차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 Bathelt et al.(2004)
은 로컬버즈(local buzz)1)뿐만 아니라 글로벌파이

프라인(global pipeline)의 중요성을 제시, 클러스

터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연계의 중요성을 제시

하였다. 클러스터 접근의 공간적 한계와 글로벌생

산네트워크·글로벌상품사슬·글로벌가치사슬의 

통합을 통해, 공간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외부의 광역수준, 

국가수준, 세계수준에서 공간경제를 이해하기 위

한 연구틀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진화론적인 측면

에서 연구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Boschma 
and Frenken, 2006; Frenken and Boschma, 2007; 
Martin and Sunley, 2007; Boschma and Martin, 

2010), 이는 진화론적 경제지리학(Evolutionary 
economic geography)이라고 불린다. 이는 지역에 

형성된 자원과 특정 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Mack-
innon(2012)은 글로벌생산네트워크·글로벌상품

사슬·글로벌가치사슬 논의와 진화론적 경제지리

학 논의를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제공간에 대

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지역이나 국가 등 한 

지역적 스케일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지역외부와

의 연계와 타 지역 간의 공간적 경합과 조정까지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이는 경제공간의 

연결 흐름을 세계적 공간 상에서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흐름은 지역의 경쟁력을 논의할 때, 지역내부

와 함께 지역외부와의 연계를 동시에 고려하며, 

지역 및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 네트워크 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 산업경

쟁력 강화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화장품산업을 연구대상으

로 한다. 글로벌생산네트워크·글로벌가치사슬와 

연계하여 한국화장품산업의 경제지리를 살펴보

고, 한국화장품산업의 경쟁력강화 프로세스를 살

펴본다. 한국화장품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산업구

조가 급변하였고 세계적 수준에서의 산업경쟁력

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재편이 진

행된 경제사회적 맥락과, 이 과정에서 국가수준뿐

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본 

연구목적을 위하여 보건산업통계, 신문기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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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선행연구 등의 2차 자료를 검토하였

으며, 2013년 2월부터 6월에 걸쳐, 대한화장품산

업협회 및 화장품원료, 연구개발, 제조·생산, 지

원기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2.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 또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은 글로벌생산네

트워크와 분리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클러스터, 

혁신 시스템의 논의와 글로벌가치사슬·글로벌생

산네트워크 논의를 연결하려는 연구(Humphery 
and Schmiz, 2002; Sturgeon et al., 2008; Ri-
etrobelli and Rabellotti, 2010)가 출현하였다. 

Humphery and Schmiz(2002)는 클러스터 논의와 

가치사슬 논의에서 이해하는 지역 내 거버넌스, 

외부세계와의 관계, 개선 및 업그레이딩, 과제의 

차이를 기반으로,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의 

지역 내 거버넌스를 이해하였다. Rietrobelli and 
Rabellotti(2010)의 연구에서는 혁신시스템과 글로

벌가치사슬의 관계를 서로 상호작용하고 공진화

하는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Sturgeon et al.(2008)
은 글로벌가치사슬의 영역성, 거버넌스, 제도적 

틀에 기반하여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집중과 분

산을 설명하였다. 글로벌생산네트워크·글로벌가

치사슬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작용하는 산업의 역

동적인 경제지리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이

다. 글로벌가치사슬논의에서는 정적인 네트워크 

개념이 아닌 동적인 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함으로

써,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성을 이해할 수 있다.

맨체스터 지리학자에 의해 개발된 글로벌생산

네트워크 분석틀은(Coe et al., 2008), 글로벌생산

네트워크 상에서 지역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설

명하는 데 유용하다2). 이들은 글로벌생산네트워

크 상에서 지역제도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을 이

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발전은 기업과 

지역의 전략적 결합의 연속된 과정에 의해 나타난

다. 

지역발전은 지역에 형성된 관계적 네트워크와 

글로벌생산네트워크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

과이다(Coe et al., 2004; 469). 지역발전과정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regional asset)’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는 지역에 축적된 관계

적 자산으로 표현될 수 있다(Stoper, 1997). Coe et 
al.(2004)는 지역자산을 Stoper(1997)의 3요소-기

술, 조직, 영역-으로 규정한다. 기술, 조직, 영역

은 범위와 규모의 경제의 영향을 받는다. 규모의 

경제는 전문화된 지식, 기술, 전문가들이 집적되

어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다. 범위의 경제는 학습

과 협력분위기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나타난다. 학

습과 협력은 광범위한 범위의 생산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고부가가치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특정지역에 

착근되어 있는 범위와 규모의 경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위치한 글로벌-로컬 행위자들의 전략

적 요구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그림1과 

같이,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 행위자의 전략적 요

구와 지역의 상대적 우위의 결합과정이 나타난다. 

지역발전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글로벌생산네트워

크 상 행위자들의 전략적 요구와 상대적으로 천천

히 변화하는 지역의 규모와 범위의 경제의 결합과

정에 따라 달라진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상

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과정에서 나타나는 세

계적으로 상호 연계된 기업들과 제도들의 기능과 

활동의 연계망이다. 글로벌생산네트워크는 자본

과 비자본 관계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전통적

인 기업조직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지역 및 국가 

경제를 통합한다. 지역의 제도는 글로벌생산네트

워크의 전략적 요구와 지역자산을 전략적으로 결

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Coe et al., 

2004; 474). 글로벌생산네트워크의 전략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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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자산의 결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역의 장

점을 강화하고 글로벌생산네트워크가 지역 내에

서 생성되는 것을 지원하는 지역의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의 제도들은 세계 자본을 지역 내

에 묶어두고 지역의 잠재력을 촉진하는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 제도들은 가치의 창출, 강화, 포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Lee and Saxenian(2008)은 Stroper(1997)의 삼

위일체와 Saxenian(1994)의 산업시스템을 활용하

여, 중간수준(meso-level)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기술, 조직, 영역은 기술공간, 조직공간, 영역공

간의 중첩점인 중간수준에서 공진화되어, 새로운 

특성의 산업으로 발현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

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한편, 지역수준의 자원

은 산업의 형성과 성장, 회복과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지역에 축적된 자원은 클러스터의 출

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경진, 2011, 2013). 지
역자산을 이용하기 위한 신생기업의 출현, 지역 

외부기업의 지역 내 입지, 대기업의 입지가 나타

날 수 있다. 클러스터 기업으로 하여금 클러스터 

내에서만 유용 가능한 자원을 제공한다(Wilk and 
Fensterseifer, 2003). 클러스터 내 기업은 클러스

터 밖의 기업에 비해 생산적·혁신적이며(Martin 
and Sunley, 2003), 유연성을 제공하며(Østergaard 
and Park, 2013),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

(Wrobel, 2013). 지역은 세계적인 경쟁에 노출되

어 있으며, 세계적인 생산네트워크와 연결되는 동

시에, 지역의 전문화된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성

공적으로 자산을 축적한 지역은 클러스터의 형성

과 성장, 또는 외부 충격에의 회복이 빠르며, 이는 

지역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생산네트워크상에서 지역 

또는 국가 수준에서 산업이 재편하면서 산업경쟁

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상에서 지역의 기술, 조직, 영역의 

공간들이 지역 또는 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조직되

어 발현되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경쟁력을 향

상시키는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림 1.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의 지역 및 산업경쟁력 강화 프로세스 

자료: Coe et al.(2004), Lee and Saxenian(20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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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품산업의 성장과 구조재편 

1900년대 초반에도 박가분 등의 화장품이 있었

지만, 화장품산업이 산업화된 것은 1945년 이후이

다(대한화장품협회, 2010). 1954년 아모레퍼시픽

의 전신인 태평양이 본격적으로 설립하여 화장품

제조가 시작된다. 1950년대까지는 주로 외국 밀수

품이 유통되고, 이를 모방한 제품이 주로 생산되

었다. 1960년대 외산 화장품수입이 금지되면서, 

화장품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970년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화장품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안전성, 사용감 등의 다양

한 기술들이 접목되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이 개발되어 등장하였다. 1980대는 금지되

었던 수입화장품이 개방되면서, 국내외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로 국내 화장품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이 나타났다. 이 시기는 아모레퍼시픽((구) 태

평양) 등의 선도기업에 의해 화장품산업이 발전한 

시기이다. 

1990년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주도의 산업구

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조직 형태인 OEM
기업이 출현하였으며, 이후 OEM기업과 브랜드

샵의 성공적인 협력관계는 화장품산업을 변화시

켰다.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화장품산업은 대기

업과 중견화장품기업이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화장품제조업체들이 

유연성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경영체계를 확립하

고자 하였고, 기업활동 중 마케팅과 연구개발활동

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림 2. 화장품제조업체수와 생산액의 변화 (단위: 개, 백만원)

자료: [제조업체수] 한국장업50년사(70~94년), 한국장업60년사(2000~2005년), 보건산업통계(2005년 이후), 

[생산액] 한국장업60년사(1951~2004년), 보건산업통계(200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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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60년사, 2010). 
1990년대 후반부터 화장품산업의 변화가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기업수와 생산액 측면에서 살

펴보면, 화장품 기업 수는 1970년 51개에서 80년 

51개, 90년 98개, 2000년대 186개, 2010년 882개

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산액 측면에서도 1950
년 8백만 원, 1970년 44억 원, 1980년 1,624억 원, 

1991년 1조 979억 원, 2011년 6조 3,856억 원으

로 크게 성장하였다(그림 2). IMF 경제위기 과정

에서, 기존의 중견화장품 기업은구조조정을 통해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경영

에 어려움을 느낀 많은 브랜드들이 로드샵이나 홈

쇼핑을 통해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이 과

정에서 소비자들은 중견업체들이 판매하던 제품

의 가격 거품을 깨닫고, 보다 실속있는 소비를 추

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샵 ‘미샤’가 등장

하였고, 이 후 많은 브랜드샵이 출현하였다. 최초

의 브랜드샵 미샤는 ODM기업을 통해 다양한 제

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전

체 공급물량의 15%만 자체생산을 하였고, 나머지

는 ODM을 이용하였다(엄대성, 2005). 또한 미샤

는 시장 진입 초기에 코스맥스와 협력하여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시장에 판매하였다3). 좋은 품질

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OEM기업들이 자체 기

술력을 확보하게 된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000년에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기업인 브랜드샵

과 OEM/ODM기업의 새로운 협력관계는 한국화

장품산업을 크게 변화시켰다. 2012년 12월 기준 

브랜드샵의 종류는 30개4)이며, 각 브랜드샵의 점

포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5). 그 결과 OEM/

ODM에 참여하는 제조기업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브랜드샵이 성공적으

로 정착하고, 한국산업구조가 변화하게 된 것은 

1990년대 OEM기업이 등장하고, 이들이 높은 연

구개발역량을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

다. 

 4.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의 

산업경쟁력강화 프로세스 

1) 기술과 기술공간

한국화장품산업이 기술경쟁력을 축적하게 된 

것은 기존 화장품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의 연

구개발성과도 있었지만, 1990년대 OEM기업이 

출현하고 ODM기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불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가 설립되었다. 한국콜마는 1990년 5월 설립된 한

국 최초의 OEM기업이다. 대웅제약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윤동한 회장이 일본콜마와의 합작기업

으로 설립하였다6). 일본콜마는 1912년 설립된, 오

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태국,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7). 한국콜

마는 일본 기술을 도입하는 가운데에서도 자체 기

술 경쟁력을 향상시켰다(고영희·이준호, 2009). 
한편, 코스맥스는 한국콜마가 설립된 지 2년 뒤인 

1992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설립초기에는 일본 화

장품 기업인 미로토의 OEM기업이었다. 설립 이

후, 기업 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시도

하자 일본 미로토 측이 반대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미로토는 1994년에 코스맥스로 상호를 변경

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였다.8) 한

국콜마와 코스맥스를 살펴보면 몇 가지 유사한 점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설립자가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콜마 설립자 윤동한 회장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

업하고 1974년 대웅제약에 입사하여, 기획실장, 

공장장, 영업담당상무, 부사장을 역임하였다(고

영희·이준호, 2009). 한편, 코스맥스의 설립자 이

경수 대표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여 1981년부터 

1992년까지 대웅제약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

였다9). 둘째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두 업체 모두 

일본 화장품 기업의 합작기업으로 출범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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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한국콜마가 설립된 후 초기에는 일본 콜

마와 콜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고

영희·이준호, 2009), 한국 미로토의 제품 생산을 

위해 출범하였다. 셋째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두 

업체는 OEM에 머무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연구

개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한국

콜마는 OEM기업 최초로 ODM으로 전환하였으

며(김성엽, 2000), 코스맥스 역시 자체 상품을 개

발할 수 있는 ODM업체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

이, 해외기술의 국내도입을 통한 OEM기업의 출

현, OEM업체의 ODM전환은 이후에 설명할 화

장품 브랜드샵 출현에 성공적인 기반이 되었으며, 

화장품산업의 성공적인 구조재편을 가능케 하였

다.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비가 증가하고 있다. 전

체 화장품산업 매출액 대비 R&D비중이 2003년 

2.5에서 2011년 3.9%로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

비 총액은 2003년 598억 원에서 2011년에는 2,737
억 원으로 증가하였다(표 1). 연구개발재원을 살

펴보면(표 2), 화장품산업에의 연구개발투입은 기

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부문의 투

입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2003년 583억 원(전체 연구개발

비의 98%)에서, 2011년에는 2,602억 원(전체 연구

표 1.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 지표 

구분 2003 2011

R&D 지출
R&D 지출 (백만 원) 59,836 273,736 

매출액 대비 R&D 비중 2.5% 3.9%

R&D 

연구인력(명)

전체 752 2,002
박사 46 123
석사 437 1,000
학사 259 817
기타 10 62

자료: 보건산업통계, 2003, 2011

표 2. 화장품산업 연구개발투자 재원 
(단위: 백만 원, %)

구분 기업체 정부재원 공공재원 민간재원 외국재원 합계

2002 77,637 (98.0) 1,512 (1.9) 87 (0.1) 0 (0.0) 0 (0.0) 79,236 (100.0)

2003 58,300 (97.4) 1,105 (1.8) 371 (0.6) 10 (0.0) 50 (0.1) 59,836 (100.0)

2004 59,426 (93.2) 3,154 (4.9) 1,200 (1.9) 0 (0.0) 0 (0.0) 63,780 (100.0)

2005 61,659 (93.4) 3,330 (5.0) 0 (0.0) 36 (0.1) 1,014 (1.5) 66,039 (100.0)

2006 95,164 (94.1) 5,063 (5.0) 0 (0.0) 0 (0.0) 950 (0.9) 101,177 (100.0)

2007 103,684 (94.5) 4,387 (4.0) 28 (0.0) 60 (0.1) 1,519 (1.4) 109,687 (100.0)

2008 114,658 (87.6) 16,055 (12.3) 49 (0.0) 124 (0.1) 0 (0.0) 130,886 (100.0)

2009 146,723 (94.5) 8,405 (5.4) 0 (0.0) 20 (0.0) 73 (0.0) 155,221 (100.0)

2010 228,084 (95.2) 11,263 (4.7) 104 (0.0) 257 (0.1) 0 (0.0) 239,708 (100.0)

2011 260,296 (95.1) 13,110 (4.8) 102 (0.0) 228 (0.1) 0 (0.0) 273,736 (100.0)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각 연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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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의 95%)으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011
년 15억 원에서 2013년 13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화장품산업 내 종사하

는 연구개발인력이 증가하였다(표 1). 화장품 연

구개발인력은 2003년도 752명에서 2011년 2002
명으로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박사급 인력의 비중은 2003년 64%에서 2011년 

54%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이 화장품산업 내 고급인력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필요한 연구

개발인력은 증가하는 반면, 석박사 인력 공급이 

부족하였기 때문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화장품 기술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술

변화를 주도하는 연구개발주체가 다변화되었다

는 점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특허 수의 변

화를 살펴보면 2001년 15건에서 2010년 758건으

로 증가하였다. 2001년 기업 9건, 개인 5건에 불

과하였으나, 2010년의 특허건수는 전체 758건 중, 

기업 473건, 개인 182건, 대학 82건, 공공기관 21

건으로 나타나, 기업 및 개인의 주도 하에, 대학

과 공공기관의 참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 이와 같이, 지난 10년간 한국화장품산업

에 연구개발비의 투입이 증가하였으며, 더불어 매

출액대비 R&D비중이 상승하고, 연구개발인력 및 

특허수가 증가하면서, 화장품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기업들은 세계적인 연구개발네트워크를 

통하여 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활동 범위를 점차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

은 화장품시장 트렌트의 빠른 변화와 제품수명주

기가 단축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R&D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연구개발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12)에 따

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상하이연구소를 설치하여 

베이징대, 푸단대, 쓰촨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

행하면서 중국인의 피부특징을 연구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을 연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가과학연구기관인 A*STAR 산하의 메디컬연구

그림 3. 화장품산업 연구주체별 특허건 수와 연구개발비 

자료: 보건산업통계, 2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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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협력하여 첨단 화장품 원료를 공동으로 개발

하고, 하버드대학 응용물리학과 David Weitz 교수 

연구팀과 화장품용 세모모사체의 기술을 공동으

로 개발하기도 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이
와 같이 한국화장품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공간

적 범위가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2) 조직과 조직공간 

OEM업체와 브랜드샵의 새로운 협력시스템은 

한국화장품산업을 변화시켰다. 한국화장품산업

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량생산시스템에서 유연

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었다. 브랜드샵의 출현과 성공

은 OEM/ODM기업의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화

장품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재편시켰다. 온라인 

기반 브랜드 ‘미샤’가 오프라인에 성공적으로 정

착하게 되면서, 유사한 많은 브랜드샵들이 출현하

게 된다. 2002년 시작된 미샤의 브랜드샵을 시초

로 하여 2005년 이전까지, 2003년 더페이스샵, 스

킨푸드 2004년 휴플레이스, 뷰티플렉스, 뷰티크

레딧 등의 브랜드샵이 출현하였다. 브랜드샵들은 

기술력을 보유한 생산전문업체를 필요로 하였고, 

자체 제품개발능력이 있는 ODM기업들과 연계되

었다. 브랜드샵의 출현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화장

품 시장, 저가제품시장인 매스(mass) 마켓이 형성

되었다. 브랜드 ‘미샤’의 출현 이전에는 없었던 새

로운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브랜드샵을 지속적인 

출현을 통해 많은 매스(mass)제품이 나타나 새로

운 상품군으로 자리잡으면서, 화장품 시장이 프레

스티지(prestige), 매스티지(masstige), 매스(mass)
로 분화되었다. 

2005년부터는 대기업 역시 저가시장에 참여하

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고급 상품에 주력했

던 아모레퍼시픽 및 LG생활건강은 프레스티지 시

장에 중점을 두고, 저가 시장에 대한 평가를 두었

다10). 실제로 이들 기업의 매스시장 진출은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대기

업들이 저가시장에 뛰어드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브랜드 중 하나인 에뛰드를 저가시장 브랜드

샵으로 전환하고, 2005년에 에뛰드하우스를 오픈

하였다. LG생활건강은 저가시장에 뛰어들지 못

하다가 2009년 더페이스샵을 인수하여 저가시장

에 참여하게 된다. 2005년 이후 에뛰드하우스, 이

니스프리, 잇츠스킨 , 네이처리퍼블릭, 더샘 등 브

랜드샵의 설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 

기준 30여개의 브랜드샵이 출현하였다. 

한편, 국내화장품시장의 경쟁과 해외시장에서

의 경쟁력 강화로 화장품산업공간이 확대된다. 

1990년 중반부터 한국화장품기업들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이 시작된다. 1990년대 중반, 아모레퍼

시픽, 엘지생활건강 등이 해외 판매를 시작하였

다. 2000년대 이후 OEM 기업의 해외진출이 나타

난다. 까다로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

지에 직접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다. 코스맥스, 한

국콜마, 제닉 등이 현지에 진출하였으며,이미 진

출한 동종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주)제닉은 피

부 온도에 반응하는 수용성 젤 형태의 마스크 팩

을 개발하였고, 이는 국내 마스크팩 시장 점유율

의 30%에 달한다.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세분화된 마켓(매스, 매

스티지, 프리스티지)에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 에

스티로더, 암웨이도 해당 기술을 (주)제닉과 협력

하고 있다. (주)제닉은 중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하

여, 단독 브랜드로도 시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국내 브랜드 및 현지 브랜드와 협

력하여 다양한 마스크팩을 생산하고 있다. 코스맥

스는 역시 로레알의 100대 협력회사로 선정될 만

큼11),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150여개 거래업체가 연계되어 있으며, 로레알, 존

슨앤존슨의 글로벌브랜드뿐만 아니라, 아모레퍼

시픽,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등이 연계되어 있

다. 1990년대 이후 OEM기업의 출현은 국내화장

품 생산조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생산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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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조직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나타난 화장품산업의 생산네트워

크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연성

이 증가하였다. 기존에 화장품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대기업들은 고가 제품은 직접 생산하

는 방식을 취하나, 매스시장 제품은 OEM/ODM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브랜드샵의 성공

은 ODM기업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제

품을 생산하기 전에 ODM기업과 만나서 신제품

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브

랜드샵-ODM기업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제품이 

나타났다. 브랜드샵의 제품라인을 통일하기 위해 

특정 원료를 요청하거나 원료를 직접 제공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3) 영역과 영역공간 

2000년대 이후, 화장품 제조업체 수는 급증하

였고,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도권에 

집적하고 있다. 1980년에 51개에 불가했던 화장품 

제조업 수는 1990년도에 87개, 2003년에 337개, 

2011년에 968개로 증가하였다. 2011년 기준 업체

의 약 60%에 해당하는 574개 업체가 수도권에 입

지하고 있다. 시기별 화장품 제조기업의 지역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 수의 변화에 비

해, 비중이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별 비중은 2003년 62.3%에서 2011년 59.3%로 

약간 감소한 정도이다(표 3). 
기업활동별 공간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사 

및 공장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 화장품산업협회 정

회원 목록 총 128개사(2012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여 기업본사입지, 본사-공장 공동입지, 본사 단

독입지, 공장 단독입지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4). 
본사는 서울과 경기도 입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

며, 본사와 공장의 공동입지는 경기도와 인천 비

중이 높았다. 기업의 75%인 96개사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본사단독입지의 경우 전체 

중 61개사(전체의 82.4%)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

다. 비수도권지역을 살펴보면, 타지역에 비해 충

청도의 본사-공장 공동입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개사(14.1%)의 본사가 충청권에 입지

하고 있고, 이 중 11개사가 본사와 공장을 함께 설

치하고 있다. 

화장품산업의 기업활동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

표 3. 화장품산업의 지역적 분포
(단위: 개, %)

지역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337 

(100.0)

417 

(100.0)

466 

(100.0)

506 

(100.0)

612 

(100.0)

708 

(100.0)

777 

(100.0)

882 

(100.0)
968 (100.0)

수도권 210 (62.3) 252 (60.4) 275 (59.0) 293 (57.9) 352 (57.5) 415 (58.6) 443 (57.0) 504 (57.1) 574 (59.3)

 
서울 19 (5.6) 27 (6.5) 34 (7.3) 32 (6.3) 44 (7.2) 65 (9.2) 54 (6.9) 61 (6.9) 81 (8.4)

인천 47 (13.9) 56 (13.4) 65 (13.9) 70 (13.8) 82 (13.4) 93 (13.1) 101 (13.0) 116 (13.2) 128 (13.2)

경기 144 (42.7) 169 (40.5) 176 (37.8) 191 (37.7) 226 (36.9) 257 (36.3) 288 (37.1) 327 (37.1) 365 (37.7)

충청권 47 (13.9) 58 (13.9) 56 (12.0) 70 (13.8) 82 (13.4) 94 (13.3) 113 (14.5) 127 (14.4) 138 (14.3)

호남권 28 (8.3) 35 (8.4) 45 (9.7) 44 (8.7) 54 (8.8) 66 (9.3) 82 (10.6) 90 (10.2) 92 (9.5)

영남권 39 (11.6) 57 (13.7) 72 (15.5) 83 (16.4) 97 (15.8) 98 (13.8) 106 (13.6) 116 (13.2) 114 (11.8)

강원·제주 13 (3.9) 15 (3.6) 18 (3.9) 16 (3.2) 27 (4.4) 35 (4.9) 33 (4.2) 45 (5.1) 50 (5.2)

자료: 보건산업통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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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한편, 비표준기술이나 지

역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이 중요해지면서 연구

개발활동이 지역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

역 수준에서의 새로운 산업자원의 이용노력이 화

장품산업과 연계된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지역수준에서 지역자

원을 이용한 천연원료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다(표 5). 아모레퍼시픽은 인삼을 소재로 하여 천

연원료를 이용한 상품개발에 성공하여 고부가가

치 상품을 개발에 앞서나가고 있다. 코스맥스는 

제주 바이오테크랩을 설치, 천연물 화장품소재 연

구에 주력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와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기업 역시, 지

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이용한 상품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경상북도는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

사업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 경산에 위치한 한국

한방산업진흥원은 천연약재를 활용하여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스메틱 클러스

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니스프리, 

제이크리에이션, 유씨엘, 바이오스펙트럼의 기업

이 제주도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예정이며, 인천대 

해양RIS사업단 역시 지역 내 김에서 자외산 차단

물질을 추출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12). 이 

밖에도 보령시의 머드, 제주도의 자생식물, 충청

북도의 고기능성화장품 개발 사업, 강원지역 해양

심층수 등 다양한 지역의 특화자원이 화장품원료

로 개발되면서 지역수준에서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다.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구축되

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1945년 창설 이래, 화

장품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장협회보, CGMP운영위원회, 대한

민국화장품원료집(KCID), 화장품종별허가제, 화

장품관련규정 해설서 발간 등 화장품산업에 기업

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교류회를 운영하

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제도 위원회, 

홍보위원회, 우수화장품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위원회, 광고자문위원회, 방문판매

위원회, 소비자위원회, 시판마케팅활성화위원회, 

수출진흥위원회, PL센터운영회 등 12개 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대한화장품협회, 2010) 
대한화장품학회는 1968년 10월에 시작되었다. 화

장품학회는 화장품제조기술자들의 지식을 교류하

표 4. 화장품산업의 기업활동별 입지
(단위: 개, %)

구분 본사 입지 본사 단독입지 공장 단독입지 본사-공장 공동입지 

전국 128 (100.0) 74 (100.0) 43 (100.0) 51 

수도권 96 (75.0) 61 (82.4) 18 (41.9) 32 

서울 45 (35.2) 43 (58.1) 1 (2.3) 2 

인천 16 (12.5) 3 (4.1) 5 (11.6) 13 

경기 35 (27.3) 15 (20.3) 12 (27.9) 16 

충청권 18 (14.1) 7 (9.5) 15 (34.9) 11 

호남권 6 (4.7) 0 (0.0) 3 (7.0) 6 

영남권 6 (4.7) 5 (6.8) 4 (9.3) 1 

강원·제주 2 (1.6) 1 (1.4) 3 (7.0) 1 

자료: 화장품산업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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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화장품화학기술자회로 출

발하여 이후 대한화장품화학자회, 대한화장품학

회로 이름이 변경되어 왔듯이, 연구개발 인력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왔으며, 한국화장품 제조기술

향상과 품질 강화에 기여하였다(대한화장품협회, 

2010). 해당 학회에는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바이오랜드 등 현재 화장품산업을 이끌고 있는 선

두기업 소속의 임원진과 서울산업대학교, 테크사

이언스 등 대학 및 산업체 역시 소속되어 있다. 한

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은 1995년 12월 창립총회

가 개최되고, 1996년 3월에 설립되었다. 한국화장

품공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사업, 공동판매사업, 

공동상표사업 등 중소화장품회사 간 협력을 위해 

조직되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화장품산

업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설

립하고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4)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화장품산업은 

성공적으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모

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장품산업은 기능별로 전문

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도 

확보하게 되었다. 태평양과 LG생활건강 등의 대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콜마, 코스맥스, 제닉 등 화

장품 전문 생산기업들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한국

경제의 저성장기조안에서 화장품산업에 요구되고 

있는 유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 성공으로 새로운 

산업구조를 생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IMF 경제위기에 효과적인 산

업구조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직적 통합에

서 수평적 분화가 나타났으며, 브랜드샵의 등장으

로 화장품산업시장이 세분화되면서 유연적인 산

업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산업조

직은 전문화와 유연성을 함께 증가시켰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수평구조로 전환된 산업구조는 세계

적인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적

응 탄력성(adaptive resilience)이 증가된다(Martin, 

2012; Wrobel, 2013). 탄력성은 외부충격에의 취

약성과 회복되는 시스템이자, 역동적 과정으로 이

해될 수 있다(Martin and Sunley, 2011; Wroble, 
2013). 적응탄력성은 내부 또는 외부충격에 지속

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 역량으로 설명된다(Mar-
tin, 2012)13). 한국화장품산업은 한국경제 유연화

표 5. 지역특화 화장품원료 현황

지역 지역 - 소재

수도권 인천 - 김 

충청권
충북 제천 - 황기, 옥죽

충남 보령 - 갯벌(머드), 충남 청양 - 고추, 구기자

영남권
경북 울진, 울릉도 - 해양심층수

경남 통영 - 동백기름 

호남권
전북 고창 - 복분자, 전남 - 편백나무추출물(피톤치드)

전남 남원 - 허브, 전남 신안 - 갯벌, 전남 나주 - 신선초, 전남 광양 - 매실 

강원·제주
강원 고성·속초·강릉 - 해양심층수, 강원 정선 - 농특산물

제주 - 감귤(껍질), 한라봉, 유채, 유채꽃(꿀), 개민들레, 문주란

자료: 화장품산업60년사(2010)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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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생산 체계로 산업이 재편되어 적응회복성이 증

가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타 산업과의 

관련 다양성이 발현된 산업이다. 제약산업에서 분

기하여 새롭게 형성된 산업이다. 화장품산업은 제

약산업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제약업체에

서 스핀오프된 기업이 많다. 또한 기존 제약기업

이 화장품부문으로, 화장품부문에서 제약부문으

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기업과 정부의 지

속적인 협력이 나타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화장품

공업협회가 설립된 지 60년이 넘었으며, 2008년
에는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설립되어 화장

품산업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활동

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연구개발

인력을 교육하고, 화장품산업에 관련된 동향 및 

정보를 업체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 산업경

쟁력강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10년간 급속한 산업구조변화를 겪은 한국화

장품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10년간 화장품산업은 새로운 기술, 상호 

연계된 조직적인 생태계, 타 산업과 연계되어 지

속적으로 공진화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 한국화장품산업은 기술의 축적, 영역의 확장, 

시장의 변화, 조직의 재편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하였다. 국내 기존의 성장기업뿐

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제약산업으로부

터의 분기,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인 생산 네트워

크에의 편입을 통해 세계적 가치사슬에 편입되었

고, 한국지역의 세계적 위상이 연구개발중심으로 

향상되었다. 국내 OEM기업들은 지역수준의 제

품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공급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들 기업은 다국적기업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

었다. 이와 같이, 화장품산업구조는 IMF 경제위

기 이후 대기업 중심에서 OEM기업과 브랜드샵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생산구조로 재편되었다.산업

구조재편과정에서 한국화장품산업은 혁신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글로벌생산네트워크 상에서 한국

화장품산업의 위상이 향상되었다.  

이에 더하여, 한국화장품산업 경쟁력 향상은 지

역 수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수준의 새

로운 원료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화장품을 만들

어 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화

장품산업이 구조재편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세

계적인 경쟁력 향상은 한국 국가수준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의 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즉, 화장품산업의 구조재편과정에서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 동시에, 지역수준의 화장품산업 

연구개발활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화장품 산업은 향후 국가 및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주

1) 로컬 버즈(local buzz)는 동일 산업 또는 지역 내에서 기업

(또는 개인)이 함께 입지(또는 출현)함으로써 면대면접촉

으로 인해 생성되는 지속적이고 유동적인 정보통신생태계

를 의미한다(Bathelt et al., 2004:38).

2) 글로벌생산네트워크라는 용어는 Erust를 중심으로 한 네

트워크 조직 연구(Erust and Kim, 2002 등)이 있으나, Coe 

et al.(2008)은 본인들이 사용한 글로벌생산네트워크는 

Erust가 사용한 글로벌생산네트워크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p.1). Erust 등의 글로벌생산네트

워크는 세계적인 기업 네트워크 상에서 선도기업의 역할, 

지식의 흐름 등 네트워크 내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맨체스터 학파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는 세계적인 

생산 네트워크 또는 생산 시스템 속에서 지역과 지역의 생

산시스템의 위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화장품 원가에 대한 지식과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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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미샤의 서영필 대표는 

당시 자체 화장품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ODM업체와 연

계하였으며, 그 결과 3300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

4) 화장품산업협회 내부자료(2012년 12월 말 기준)

5) 브랜드샵의 출현은 (주)에이블씨앤씨의 브랜드샵 ‘미샤’

로부터 촉발되었다. (주)에이블씨앤씨는 성균관대학교 화

학공학과 출신의 서영필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는 (주)피

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1998년 (주)엘트리

를 설립하였다. 그는 브랜드 ‘잎스’를 출시하였다(염대성, 

2005). 당시 새로운 유통채널이었던 인터넷을 통해, 그는 

배송료만 지불하면 정품을 고객들에게 보내주고 후기를 받

게 된다. 이후 브랜드 ‘잎스’를 매각하고, (주)에이블씨앤씨

를 설립하였다. 그는 고객들이 배송비에 해당하는 3300원

에 화장품을 획득하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착목하고, 화

장품 원가를 3,300원에 맞출 수 있도록 제품을 출시하였

다. 동시에 2000년 여성뷰티포털 ‘뷰티넷(www.beauynet.

co.kr)이라는 사이트를 오픈하여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

였고, 뷰티넷과 연계하여 브랜드 ‘미샤’의 전 제품을 배송

료를 포함하여 3300원에 판매하였다. 가격은 여타 브랜드

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수준이었지만, 뷰티넷의 입소문에

서 품질에 대한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급속

도로 성장, 2002년 5월 이화여대 앞에 오프라인 상점을 오

픈하게 된다. 이는 국내 첫 브랜드샵이며, 저가제품을 판

매함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런 실내인테리어와 점원들의 서

비스는 해외에서 국내에 유입된 바디샵과 같은 브랜드를 

연상케 하였다.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하여 제품을 직

접 테스트할 수 있었고, 온라인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판매 2년만에 200호점 오픈, 2013

년 6월에 기준 국내 552개의 매장과 미국, 일본, 중국을 포

함한 해외에 1021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주)에

이블씨앤씨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함께 2012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 포함된다. 

6) IR담당자 심층면담자료. 2013년 3월, 

7) 일본콜마 홈페이지 http://www.kolmar.co.jp/english/

feature/international.html

8) IR담당자 심층면담자료. 2012년 8월 

9) 이경수 코스맥스 대표이사, 한국경제매거진, 2006.  

10) LG 생활건강 IR담당자 심층면담, 2013년 3월

11) 로레알 협력사의 OEM업체는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각 

1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한국 업체가 바로 코스맥스이

다. [코스맥스, ‘로레알 서플라이어스 데이’ 초청], 한국장

업신문, 2012. 6. 25.   

12) 화장품 원료 국산화 “지자체가 선봉 선다”, 경북 ‘한방원

료’, 제주 ‘자생식물’ , 인천 ‘해양원료’, 뷰티한국, 2013.09. 

11.

13) Wrobel(2013)은 독일 기계산업이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하

는 양식에서 클러스터 내의 기업이 클러스터 외부의 기업

에 비해 적응 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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