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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children wearing make-up is increasing. "Children's cosmetics" is
not a legal term though it is commonly 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iscussions on children's cosmetics based on news articles found on the
internet. This study also identifies what products are being distributed as
children's cosmetics. Keyword searches were conducted using internet portal
sites. Information was extracted from news articles and Best Item 100 for
children's cosmetics. The results of analyzing news articles and Best Item 100
lists are as follows : 1. There were two main discussion topics in news articles.
The first topic was related to marketing(the branding and trends of children's
cosmetics). The other topic was about government regulations(side effects,
harmful ingredients, control, regulations, attention, proper product usage,
product categorization, and the overall safety of children's cosmetics). By 2014,
many articles had covered government control and regulation. However, since
2017, news articles have focused on the product categorization and the
concern for overall safety has dramatically increased. 2. Three different product
categories have appeared in the Best Item 100; they are cosmetics, toys, and
other products. In market, consumers recognized children's cosmetics as
cosmetics and also as toys. Between 2017 and 2018's Best Item, other
products are dramatically down, color cosmetics and single cosmetics are on
the rise, and the purchase of domestic products ha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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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국내 브랜드가 출시되면서 어린이 화장품 시장
이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최근 화장하는 어린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유

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소

튜브나 방송매체에서도 어린이가 화장하는 모습을 쉽게 찾

비자를 대상으로 구매행동이나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에 집

아볼 수 있다. 여자아이를 위한 어린이날 선물로 메이크업

중되어 있고, 어린이에 대한 규정도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박스나 네일 스티커 등을 권하는 글도 많고, 대형 마트나

섞여 있어서 연구 대상도 부모와 어린이 본인이 함께 있는

문구점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도 어린이 화장품을 쉽게 접할

상황이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화장품이라는 단어에 대한 관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2017년에 어린이용 메이

련 규정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어린이 화장품의 의미를 정

크업 박스는 전년 대비 621% 더 판매되었고, 어린이 전용

리하고, 관련 뉴스 기사를 검색하여 그동안 어린이 화장품에

화장품 등 관련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Oh, 2017)고

대해 논의된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

한다.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역시, 2017년의 경우

사이트의 쇼핑 부분에서 어린이 화장품으로 검색되는 베스

립스틱, 매니큐어 등 색조화장품의 수요가 늘었는데, 특히

트 아이템을 분석하여 어린이 화장품의 종류를 정리하고, 판

유아용 립스틱은 전년보다 549%, 유아 매니큐어는 233%

매 순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순위 변화를 관찰하기

그리고 어린이용 메이크업박스는 101% 증가했다고 한다.

위한 검색 시점은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2017년

또한 어린이 화장품 키워드 검색 횟수도 2016년 대비

3월)과 이후(2018년 3월)로 결정하였다. 2017년 9월을 기준

583% 급증했다고(Kim, 2018) 밝혔다.

으로 결정한 이유는 당시 화장품법에 어린이 제품류의 신설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린이 화장품으로 주로 언급되는 제

여부에 대해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품들은 메이크업 박스나 매니큐어,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이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많다. 어린이 메이크업 박스는 디즈니나 헬로 키티 그리고

업체에 시장의 변화 양상에 관한 기초자료로 도움이 될 수

바비 등 여자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제품으로, 제품명으로

있을 것이고, 어린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련

‘헬로 키티 메이크업 박스’나 ‘디즈니 프린세스 메이크업 박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 등 캐릭터 이름과 메이크업 박스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II 이론적 배경

있다.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되어 유통되는 제품으로 성인용
메이크업 박스와 비슷하게 구성되는데, 하드 케이스 안에 실
제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립 제품과 아이섀도, 네

1. 어린이 화장품

일 제품 등이 들어 있다. 메이크업 박스 외에 매니큐어나
립스틱 등 단품으로 판매되는 화장품도 역시 디즈니의 캐릭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

터를 사용하는 제품이 많고, 모두 피부에 사용하는 진짜 화

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장품이다.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

그런데 최근 수입 메이크업 박스와 유사하게 인기 캐릭터
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국내 브랜드의 메이크업 제품들이 등

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장하고 있다. 완구 전문 업체인 (주)영실업, (주)미미월드 그

화장품의 상품적 특성에 대해 언급한 Kim(as cited in

리고 (주)손오공 등에서는 각각 대표적인 캐릭터를 이용하

Moon, 2010)에 따르면, 화장품은 아름다움을 가꾸는 기능

여, ‘리틀 블링’, ‘미미 메이크업 박스’, ‘소피 루비 메이크업

과 함께 신체보호와 청정 기능을 위해 인체의 안전이 강조

박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메이크업 박스 외에 어린이 전용

된다. 따라서 안전성, 안정성, 사용 편리성, 기호성, 유용성

화장품 국산 브랜드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 BBKI 2018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화장품법에서는 제 10조

소비자 조사 중간결과 발표(“List of ‘2017 Best Brands for

의 규정에 따라 9가지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

our children’”, 2018)에 따르면 인기 어린이 화장품 브랜드

장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시내용에는 화장품의 명칭,

로 선정된 ‘슈슈페인트’, ‘네일프레즈 봉봉’, ‘엔비베베’, ‘보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

포매니큐어’ 중, 캐나다에서 수입된 ‘보포매니큐어’를 제외한

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

세 가지 브랜드는 모두 2016년에 출시한 국내 브랜드이다.

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 가격, 기능성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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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smetics Classification
(KOFAC, 2015, p.23)

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그리고 사용할 때의

등 색조화장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품

주의사항 등이다.

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자율안전확인기준

화장품의 유형은 사용부위나 사용목적 그리고 제품의 성

부속서 완구편에서는 어린이 화장품을 “화장품법에 의한 화

분이나 형상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

12개의 제품류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유아용
․
, 목욕

할 수 있는 것을 완구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화장

용, 인체세정용, 화장용, 방향용, 염모용, 채취방지용, 기초화

품은 완구가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으로 밝히고

장품용, 면도용, 손발톱용, 두발용, 색조화장품용 제품류가

있다.

해당하며 Figure 1과 같다. 이들 12개의 제품류 중 영·유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어린이가 좋

용 제품류만 만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연

아하는 디자인의 용기·포장을 사용하는 화장용 제품으로써

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는 사실상 연령에 대한 구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연

체적인 규정이 없는 성인용으로 분류된다.

령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어린이라는 용어의 특성 상 영·유

화장품법이 규정한 12개의 제품류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화장품 또는 어린이용 화장

아를 제외한 4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품이란 단어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린이 화장품이
란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어린이 화장품이

2. 선행연구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reen Consumer Network in Korea(〔GCNK〕, 2015)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용어

에 따르면 색조화장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로 8세 미만이

가 혼용되고 있다. 법률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

0.7%, 8세~14세 미만이 40.0%로 나타나, 유아 및 어린이로

미하지만,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초등중등
․
교육법

구분되는 시기에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어린이가 40.7%에

과 유아교육법 등에 따르면 어린이는 다시 영아(0~2)와 유

달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이

아(3~5) 그리고 초등학생(6~11)과 중학생(12~) 등으로 나

이미 초등학생 또는 그 이하까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

누어진다. 선행 연구를 대상에 따라 구분해 보면, Table 1과

고, 이들을 대상으로 생산유통된
․
화장품을 어린이 화장품이

같이 유아어린이와
․
초등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봐야할 것이다.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에 대한 연구에서

이에 따라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

는 연구 대상을 영유아의
․
부모로 설정하고 아이가 사용할

에서는 “화장품에서는 어린이 화장품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화장품에 대한 구매행동이나 사용실태를 조사한 연구(Bae,

않으나 일반적으로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포장에 표시

2015 ; Bae & Kim, 2012 ; Kim, 2012 ; M. Kim, 2013

하여 마치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 B. Kim, 2017 ; Yang, 2014)가 많았다. 어린이 화장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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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Prior Study
Objects

Infant /
Children

Kids
color cosmetics

Students

Title

Writer(year)

- A study on the impacting factors upon purchase
intent and behavior of imported infant cosmetics
- A study on the purchase behaviors and improvement
methods of cosmetics for children
- The purchase and usage of cosmetics used by the
children of working housewives and non-working
housewives
- A study on the use state of the cosmetics for infants
- A study on perception and purchasing behavior of
infant cosmetics
- A study on safety of cosmetics for infants on
consumption pattern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for purchasing
intentions for organic cosmetics for infant
- Analysis of purchase-planning behavior by
awareness of kids' cosmetics
- A study on usage and purchase of color cosmetics
for children
- The study on elementary students' current conditions
of cosmetics usage
- A study on the usage and purchasing behavior of
cosmetic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 A study about attitudes toward make-up and
purchasing behavior of cosmetics of the preteen
generation
-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osmetics use of the
preteen generation and their propensity to purchase
- A study on usage of cosmetics and makeup by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ae. H. (2015)
Kim, B. (2017)
Kim, H. (2013)

Kim. K. & Bae .H. (2012)
Kim, M. (2012)
Kim. M., (2013)
Yang, S. (2014)

Lee, J. (2018)
Moon, Y. (2010)

Kim, J. (2017)
Kim, M. (2014)
Lee, J. & Kuh, .J. (2007)

You, A. (2014)
Park, C. & Park, J. (2017)

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연구는 아이의 색조화장품 사용실

비자 집단으로 분류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화장 행동과 화

태와 구매에 대해 연구한 Moon(2010)이 있고, 어린이용 화

장품 소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장품 인식에 따른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J. Lee, 2018)가

그러나 만 4세 이상~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이

있다. Moon(2010)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색조 화장품을 빠

들처럼 구매는 부모님이 해주고 사용은 어린이가 하는 색조

르면 유치원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화장품에 대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또 다른 어린이 화장품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소비자 측면의 구매와 사용 실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

이나 프리틴 등의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한 연구들(Lee &

어, 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어린이 화장품의 변화에 대한 연

Kuh, 2007 ; Kim, 2014 ; J. Kim, 2017 ; Park & Park,

구는 찾아볼 수 없다.

2017 ; You 2014)이 있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
학생들은 또래집단들과 어울리면서 화장을 시작하고 절반

III. 연구과정

이상의 학생들이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10~12세의 어린이들은

시장 측면에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관련

프리틴 세대라고 하여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

기사를 먼저 검색해 보았다. 기사 검색 엔진으로는 네이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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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했는데, 네이버의 경우 뉴스의 종류와 키워드 검색 범

IV. 관련 기사 분석

위, 기간 설정과 상세 검색을 통해 구체적인 기사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뉴스를 검색한 후 해당 단어를 제목에

어린이 화장품을 핵심 단어로 하여 추출된 기사들을 정리한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기사 전문을 확인하여 내용 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255건의 기사 중 시장에 관련된 내용

을 하기 위해 방송이나 통신 기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

이 82건, 정부 발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가

다.

173건으로 분류되어 정부 발표를 다루는 기사가 약 2배 이

검색에는 ‘어린이 화장품’과 ‘어린이용 화장품’을 핵심 단
어로 사용하였다. 어린이 화장품의 경우, 기사에 처음 이 단

상 많이 추출되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가 등장한 것은 2002년이었고 총 298건 추출된 데 비해,

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관련 기사는

어린이용 화장품은 35건으로 집계되어 최종 핵심 단어로 어

브랜드를 소개하는 기사와 전체적인 어린이 화장품 시장 트

린이 화장품을 선택하였다. 검색된 기사 중 화장품 업체의

렌드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분되었다. 2002년에 브랜드에

봉사나 기부활동 등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기사 43개를 제

대한 소개에서 어린이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이

외하고 255개의 기사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제

후, 1~5건의 기사가 작성되던 것이 2017년에 22건으로 급

목과 내용을 확인한 후, 유사한 기사들을 묶어 정리하였다.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내용은 대부분 새롭게 소개되

그런 다음 반복적으로 뉴스의 내용을 읽고 분석하여 그룹으

는 국내 브랜드에 대한 소개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슈슈

로 묶을 수 있는 단어들을 선정하고 확인하였다.

페인트’나 ‘리틀블링’ 등과 같은 어린이 색조 화장품 등이

다음 단계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린이 화장품을 키

포함되었다.

워드로 검색하여 판매 순위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Best item

정부 발표를 주로 다룬 기사의 내용은 부작용, 유해성분,

의 1~100위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추출한 후, 종류별로 정

단속, 규제, 주의, 소비자 지도, 항목 신설 그리고 관리 규제

리하였다. 정리의 기준은 제품명과 제품 구성 그리고 설명

등의 8개 주제로 나눌 수 있었다. 부작용과 유해성분 등은

등을 참고하였고, 화장품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유사한 것들

어린이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의 유해성과 이에 따른 부작용

은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어 이니셜로 변환한 후, 분석 자료

을 주제로 다룬 기사였고, 단속과 규제는 학교 주변이나 대

로 사용하였다.

형 마트 등에서 유통되던 불법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단속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Figure 2와 같다.

내용이었다. 주의와 소비자 지도는 어린이 화장품을 선택하

Figure 2. Flow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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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low of News Article
Year
Topic
Brand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

1

1

3

1

1

5

3

2

1

Total

4

22

9

55

3

10

7

27

1

7

2

26

Market

82
Trend

1

Side effects

1

Harmful
ingredient

1

1

5
1

11

6

control
Government
regulations

3
1

1
1

15

Regulation

4

12

3

4

5

3
12

1

1
4

31

1

21

1

15

173
Attention

1

How to use

1

1

1

3

New category
Safety
reinforcement
Total

2

3

2

4

16

1

1

5

26 24

7

2

3

18

1

1

22

23
3

26

24

24

15 14 31 55 46

255

고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그러나 2014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 어린이 색조 화장품이

작성된 교육자료에 대한 소개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항목 신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정부에서는 2015년과

설과 관리규제는 어린이 제품류가 화장품으로 포함되어야

2016년에 소비자 측면에서 어린이 화장품의 선택과 사용에

하는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작성된 기사들이

주의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에 힘을 기울였

었다.

다. 이에 따라 관련 기사에서도 2016년에는 어린이 화장품

전체적인 뉴스의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10건 이상의

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기사가 18건 확인되었다.

기사가 작성된 것은 2006년에 ‘유해성분’에 대한 내용이었

정부 차원의 어린이 화장품 단속과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

다. 당시 시중에서 유통되던 어린이 화장품에 독성물질이 화

고,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이에

장품법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납성분이 성인용

따라 2016년에 어린이 화장품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의 3배가 넘게 검출되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다. 이후

언급하는 기사가 처음 등장하였다. 2017년에는 화장품 제품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

류에 어린이 제품류 항목 신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사가 2010년과 2011년 그리고 2014년까지 매해 10회 이상

진행되었고, 이에 관련된 뉴스가 22 건 작성되었다. 이와 함

작성되었다.

께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공식 인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

정부의 발표와 어린이 화장품 관련 기사의 흐름을 비교하

측 속에 브랜드 출시도 확대되어 2017년 한해에만 브랜드에

여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확인할

대한 기사가 22건이나 작성되며, 시장이나 관련 업체의 기

수 있다. 2014년까지는 어린이 화장품을 불법 제품으로 규

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정하고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이

기사에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Figure 3을 살펴보면, 브

에 따라 관련 기사도 규제와 단속에 집중되어 작성되었다.

랜드와 트렌드 등 시장에 대한 기사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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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nouncement & Material of Government
Title

Biggest issue
in news

Year

Data type

Issuing agency

2010

Press Release

MFDS

Coloured cosmetics are not good for children's skin.

2011

Press Release

MFDS

Color cosmetics for children are illegal.

Control (15)

2014

Report

Korea
consumer
agency

A survey on the safety status of children's cosmetics

Control (12)

2015

Educational
Materials

Ministry of
Education

Become the superstar of basic cosmetics
Become the master of color cosmetics

2016

Educational
Materials

MFDS &
GCNK

How to use smart make-up for my skin
(children / teenager / university student)

Regulation(12)

How to
use(18)

Figure 3. The Change of News Articles

고, 2017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나 ‘어린이용’

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화장품법에

시장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거해 영유아용
․
제품류 정도의 강력한 안전기준을 적용하

그러나 2018년 2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린이 화장품 항목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
후에 나온 기사는 모두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겠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천연’이나 ‘유기농’ 등의 단어에
대해서 ‘인증제’를 검토 중(Y. Lee, 2018)이라고 한다.
어린이 화장품 관련 기사의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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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이

보관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경우와 립스틱이나 네일 제품

전까지는 어린이들이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장에서

1~2개가 선팩트나 마스크팩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선물 세

어린이 화장품을 없애기 위한 단속 위주였다면, 2015년부터

트의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메이크업 박스나 메이크업 팔

는 어린이 화장품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레트는 립스틱과 네일 그리고 아이섀도우나 볼터치 등 다양

어린이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한 색조 화장품이 여러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어린이 화장품 항목을 화장품 제

의 보관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경우였고, 이는 ‘makeup

품류에 정식으로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뒤따랐고,

box’(MB)라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어린이 화장품 항목 신설에 대한 기

선물 세트는 립스틱이나 네일 제품과 같은 색조 화장품

사와 함께 국내산 어린이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소개 기사

1~2개와 선팩트 등이 파우치와 함께 구성되어 있어 실제

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2017년을 기준으로 하

사용 가능한 형태로 생각되었고, 이는 cosmetic set’(CS)로

여 그 동안 개발되었던 국내산 어린이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명명하였다. makeup box와 cosmetic set 이외에 다른 제품

유통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들은 립스틱이나 립크레용 그리고 네일 폴리쉬 등과 같이
제품의 특성과 적용 부위가 분명하였다. 이에 제품들을 적용

IV. 베스트 아이템 분석

부위나 기능 위주로 묶어 구분하고, 간단하게 대표 이니셜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이니셜을 기준으로 하여 2017년 3월과 2018년

1. 베스트 아이템 추출

3월에 각각 검색한 Best Item 1~100위의 순위를 변환하여
2017년 3월과 2018년 3월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어린

Table 5와 Table 7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이 화장품을 핵심 단어로

검색한 후, 쇼핑 부분에서 판매

리고 Table 5의 이니셜을 기준으로 빈도를 확인한 결과,

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Best Item 1~100위의 제품들을 정리

Table 6과 같이 화장품류가 49개, 기타 제품류가 43개 그리

하였다. 추출된 베스트 아이템을 종류별로 구분한 결과, 크

고 장난감류가 8개 추출되었다. 그리고 Table 7을 기준으로

게 화장품류와 장난감류, 그리고 기타 제품류 등 3가지 그

확인한 결과, Table 8과 같이 2018년에는 화장품류가 89개,

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장난감류가 8개 그리고 기타 제품류는 3개가 있었다.

에서 ‘어린이 화장품’이라는 단어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 소

2. Best item의 구성 변화

비자들은 어린이 화장품이라는 단어에 대해 실제 사용하는
진짜 화장품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역할놀이를 위한 장난감,

1) 전체적인 변화

그리고 어린이 제품을 보관하는 다양한 기타 제품으로 인식

2017년과 2018년에 나타난 best item 100의 구성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펴본 결과, Table 9와 같이 기타 제품류의 축소와 화장품

추출된 베스트 아이템 중 화장품류는 실제 피부에 적용하

류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기타 제품류는 2017년에 43개 추

여 발색하는 색조 화장품과 로션이나 크림 등 기본적으로

출된 데 비해, 2018년에는 3개로 급감했고, 화장품류는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으로 나누어 졌고, 장난감류는 스케치

2017년에 49개였던 것이 2018년에는 89개로 급증한 것이

북 형태의 스타일링 북에 화장품 형태의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되었다. 이는 어린이 화장품이라는 단어로 추출되는 제

채색을 하는 색칠 연습 장난감과 화장품의 모형을 그대로

품의 종류가 화장품류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흉내 낸 모형 장난감으로 구분되었다. 기타 제품들에는 화장

장난감류에서는 검색된 제품의 수는 변화가 없지만, 장난

품 가방이나 화장품 파우치 등 화장품과 관련된 액세서리도

감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2017년에는 모형 장난감만 추출된

검색되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바구니나 가방, 심지어 어

데 비해, 2018년에는 스타일북에 채색하는 채색 장난감이

린이용 신발 가방까지 함께 검색되었다. 이에 화장품과 관련

추출되었다. 이 제품은 (주) 미미에서 출시한 ‘미미의 메이

이 없는 것들은 모두 기타 제품으로 구분하였다.

크업 박스’인데, 색조 화장품에 포함된 수입 메이크업 박스

색조 화장품에는 많은 제품이 들어있는 세트 형태와 부분

와 제품명은 동일하지만, 인체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장난감이

적으로 사용하는 단품 형태로 나누어졌다. 세트 형태에는 립

다. 이에 제품의 겉면에는 ‘이 제품은 인체에 적용할 수 없

스틱, 네일, 아이섀도우 등 여러 가지 색조 화장품이 하나의

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제품의 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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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케이스와 립 제품, 아이 섀도 등과 함께 색연필과 크

의 헬로 키티 메이크업 박스는 실제 사용 가능한 색조 화장

레용이 함께 들어 있어, 색조 메이크업 박스로 오인할 수

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메이크업 박스이고, 미미 메이크업 박

있는 만큼 사용 상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되었다. Figure 4

스는 스타일북에 적용하는 색채장난감 메이크업 박스이다.

Table 4. Products Name in Best Item
Category

Products Name

Item

Initials

Makeup box
Makeup Box

MB

Cosmetic set

Cosmetic Set

CS

Nail

Nail

N

Lip

L

Basic cosmetic

B

Sun protect

S

Washing

W

Makeup pallette
Color
Lip stick
Lip crayon
Lotion
Cream
Gel
Cosmetics
Oil
Mask pack
Sun cream
Basic
Sun cushion
Sun pact
Body wash
Hand wash
Shampoo
Cleanser
Coloring toy

Coloring toy

Coloring Toy

CT

Modeling toy

Modeling toy

Modeling Toy

MT

Toy
Tattoo
Tattoo

Tattoo

T

Etc.

E

Tattoo sticker
Etc.

Bag
Etc

Pouch
G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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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est Item 100 (2017. 3)
Product

C

Product

makeup box

MB

makeup box

makeup box

MB

nail

makeup box

MB

makeup box

toy

MT

makeup box

MB

makeup box

MB

soothing gel

dressing table

MT

makeup box

MB

C

Product

C

Product

C

MB

cream

B

body wash

W

N

pouch

E

bag

E

MB

sun cream

S

makeup pallette

makeup box

MB

cosmetic bag

E

cosmetic bag

E

toy

MT

basin bag

E

lip care

L

B

cosmetic bag

E

tooth brush

E

cleanser

W

lotion

B

cream

B

sun cream

S

bag

E

wash

W

MB

nail

N

makeup box

MB

cleanser

W

pouch

E

dressing table set

CS

toy

MT

tattoo sticker

T

basket

E

makeup box

MB

cosmetic bag

E

bag

E

basket

E

makeup box

MB

makeup palette

MB

bag

E

basket

E

hand wash

W

cream

B

toothbrush

E

pouch

E

makeup box

MB

sun cushion

S

pouch

E

lotion

B

toy

MT

nail

N

basket

E

bag

E

makeup box

MB

oil

B

pouch

E

bag

E

toy

MT

lotion

B

cosmetic bag

E

basket

E

makeup box

MB

makeup box

MB

tray

E

shoes bag

E

tattoo

T

makeup box

MB

pouch

E

gown

E

nail

N

bath

W

gel

B

cosmetic bag

E

pouch

E

pouch

E

basket

E

bath

W

cosmetic bag

E

basket

E

makeup box

MB

nail

N

toy

MT

pouch

E

nail

N

bag

E

makeup box

MB

diaper pouch

E

basket

E

basket

E

toy

MT

lotion

B

cosmetic bag

E

basket

E

Table 6. Frequency of Best Item 100 (2017. 3)
Cosmetics

Toys

Makeup cosmetics

Etc.

Basic cosmetics

Total

MB

CS

N

L

B

S

W

21

1

6

1

10

3

7

29

20
49

CT

MT

T

E

-

8

2

41
100

8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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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est Item 100 (2018. 3)
Product

C

Product

C

Product

C

Product

C

nail

N

makeup box

MB

nail

N

lotion

B

lip stick

L

nail

N

nail

N

lotion

B

nail

N

nail

N

lip stick

L

sun cream

S

lip crayon

L

cosmetic set

CS

lip stick

L

cosmetic set

CS

sun pack

S

nail

N

nail

N

makeup box

MB

MB

nail

N

bath

W

sun cream

S

makeup box

MB

cream

B

bath

W

MT

cosmetic set

CS

makeup box
lip crayon

L

coloring toy

makeup box

CT

lip stick
makeup box

MB

nail

N

lotion

L

makeup box

MB

toy

MB

makeup box

MB

B

shampoo

W

toy

MT

nail

N

lip stick

L

makeup box

MB

cleanser

W

cosmetic set

CS

nail

N

bath

W

mask pack

B

makeup box

MB

nail

N

sun cushion

S

nail

N

makeup box

MB

makeup box

MB

makeup box

MB

bath

W

toy

MT

sun pack

S

cosmetic set

CS

nail

N

cosmetic set

CS

pouch

E

cosmetic set

CS

bath

W

toy

MT

cosmetic set

CS

lip stick

L

makeup box
nail
lip stick

makeup box

MB

MB

nail

N

lip stick

L

bag

E

N

toy

MT

nail

N

lip crayon

L

MB

nail

N

S

wax

E

L

makeup box

MB

makeup box

MB

makeup box

MB

sun pack

nail

N

makeup box

MB

cosmetic set

CS

bath

W

lip stick

L

nail

N

bath

W

bath

W

CS

toy

MT

mask pack

B

bath

W

cosmetic set

CS

toy

MT

bath

W

makeup box

cosmetic set
lip stick

L

Table 8. Frequency of Best Item 100 (2018. 3)
Cosmetics
Makeup cosmetics

Toys

Basic cosmetics

Total

MB

CS

N

L

B

S

W

20

11

21

13

6

6

12

65

Etc.

CT

MT

T

E

1

7

-

3
100

24
8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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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Change of Best Item 100
Cosmetics

Category

Toys

Etc.

Total

49

8

43

100

89

8

3

100

Makeup
Cosmetics

Basic Cosmetics

Sub Total

2017.3

29

20

2018.3

65

24

Date

Figure 4. “Hello Kitty Makeup Box” vs “MiMi Makeup Box”
(www.naver.com)

Table 10. The Change of Cosmetics
Date

2) 화장품류의 변화
화장품류의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10과 같이 색조 화장품

2017.3

2018.3

MB

21

20

CS

1

11

N

6

21

L

1

13

첫째, 색조 화장품의 증가를 살펴보면, Figure 5와 같이

29

65

2017년에는 29개가 추출되었던 데 비해 2018년에는 65개로

B

10

6

S

3

6

W

7

12

20

24

Category

과 단품 화장품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색조 화장품에서
메이크업 박스 외에 증가한 화장품 세트와 립 제품이나 네
일 제품 등은 모두 국내산 제품으로서, 국산 브랜드의 약진

Set
Makeup

이 두드러졌다.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이 큰 폭으로 성장
한 색조 화장품과 함께 기초 화장품도 소폭 증가하여, 전체
적으로 화장품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Single

Total

크게 증가하였다. 색조 화장품 중 화장품 세트가 11개로 증

Basic

가하였다. 2017년에 검색된 화장품 세트는 ‘슈슈 페인트’에
서 출시된 화장대와 화장품 세트로 장난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린이 화장품인데 비해, 2018년에 검색된 화장품 세

Total

트는 모두 네일 제품과 립 제품 등 색조 화장품을 기본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 제품이었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통해 색
조 화장품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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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hange of Cosmeticsin Best Item 100

Table 11. The Change of Best Item 30

n(%)

MB

CS

N

L

W

S

CT

MT

T

Total

2017

16(53.4)

1(3.3)

4(13.3)

-

1(3.3)

-

-

7(23.4)

1(3.3)

30(100)

2018

7(23.4)

4(13.3)

8(26.7)

8(26.7)

-

1(3.3)

1(3.3)

1(3.3)

-

30(100)

둘째, 단품 화장품의 증가는 네일 제품과 립 제품의 증가에

item 100에서 추출된 모든 립 스틱과 립 크레용이 국내 브

서 확인할 수 있다. 색조 화장품 중 네일 제품의 경우 6개

랜드의 제품이었다.

에서 21개로 증가하였고, 립제품은 2017년에는 립케어 제품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어린이 화장품으로 검색되는 제품들

1개였던 것이, 2018년에는 립스틱과 립크레용 등 입술용 색

이 다양화되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단품으로 변화되

조 화장품이 13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기초 화장품에

고 있으며, 국내산 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

서도 단품 화장품의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썬 크림이나 썬

할 수 있었다.

팩트 등 자외선 차단 제품이 증가하였고, 세안 전문 제품도
2017년 7개에서 2018년 12개로 증가하였다.

3) 상위 1~30위의 변화

셋째, 국내 색조 브랜드의 약진에 대해 살펴보면, 메이크

어린이 화장품 Best item 1~100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업 박스 외에 색조 화장품은 대부분 국내 어린이 화장품 브

메이크업 박스가 2017년에는 21개, 2018년에는 20가 검색

랜드의 제품이었다. 메이크업 박스의 경우, 바비, 디즈니 그

되었는데, 인기에도 변함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위

리고 헬로키티 등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거나 직접구매 형

1~30위의 순위를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Table 11과 같이

태로 유통되고 있었지만, 2018년에 검색된 색조 단품 화장

메이크업 박스의 점유율이 16개로 53.4%를 차지하던 2017

품의 경우, ‘슈슈페인트’, ‘레시피 박스’, ‘엔비베베’ 등 국내

년과 다르게, 2018년에는 6개만 30위 이내에서 검색되어

브랜드 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립 제품의 경우, Best

23.4%로 크게 낮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이크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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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줄어든 대신, 네일 제품(26.7%)과 립 제품(26,7%) 그

Best item 100을 어린이 화장품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리고 화장품 세트(13.3%) 등 단품 색조 화장품의 증가가 눈

화장품류, 장난감류 그리고 기타 제품류 등 3가지가 추출되

에 띄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 색조 화장품이 크게 증가

었다. 이는 일반 소비자들은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피부에

했다는 ‘옥션’과 ‘11번가’의 발표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는 인식과 함께 역할놀이에 사용
하는 장난감도 떠올리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Best
Item 100의 제품 구성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뚜렷한 변

V. 결론 및 논의

화가 나타났는데, 색조 화장품류의 증가, 단품 화장품류의
어린이 화장품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디자인의 용기·포장을

증가, 국내산 화장품의 약진 등이었다. 색조 화장품류에서는

사용하는 화장용 제품으로, 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4세

기존에 인기있었던 메이크업 박스 이외에도 화장품 세트가

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으로 본 연

다수 검색되었고, 네일 제품이나 립 제품 등의 단품 색조

구에서는 정의하였다. 어린이 화장품은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화장품의 증가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메이크업 박스 이외의

제품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색조 화장품류는 대부분 국내 브랜드였다. 마지막으로 메이

하는 화장품이다. 그러나 과거 완구류로 수입되고 관리되는

크업 박스의 인기를 재검증하기 위해, Best item 상위 1~30

등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다.

위의 순위를 재검토한 결과, 메이크업 박스는 53.4%에서

이에 어린이 화장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어린이 화장품
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 및 분석하여 어

23%로 크게 줄었고, 대신 네일 제품과 립 제품 등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린이 화장품 분야에서 논의되던 내용을 확인한 후, 인터넷

이를 통해 국내 어린이 화장품 시장에는 화장품류와 장난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된 어린이 화장품 Best item 100을

감류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

2017년 3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검색하여 제품

가능한 화장품류가 증가하고 있고, 수입산 메이크업 박스 중

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 화장품 시장의 존재를

심에서 국내산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

확인하고, 실제 어떤 제품이 어린이 화장품으로 선택되고 구

혼재하는 화장품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매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어린이 화장품이

다. Best Item 100에 오른 국내산 색조 화장품의 경우, 기존

화장품 제품류로 신설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되었던 2017

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화장품법에 의거한 표기사항의무를

년 9월을 중심으로 2017년 상반기와

스스로 적용하여, 홈페이지나 안내를 통해 화장품의 전성분

2018년 상반기의 시

장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을 공개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제품의 안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이는 어린이 화장품을 생산 및 판

첫째, 어린이 화장품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분석한 결과,

매하는 업체들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에 응해 노력

브랜드나 트렌드 등 시장에 대한 내용보다는 정부 차원의

한 결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되는 메이크업

규제나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두 배 정도 많았다. 이를 시

박스나 기타 어린이 화장품이나 장난감에는 ‘3세 이상’이나,

기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불법 색조 화장품으로 인

‘4세 이상’ 사용 가능 또는 ‘36개월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

한 부작용이나 유해성분에 대한 단속 내용이 주를 이루다가,

등 사용 가능 연령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국

2017년부터는 어린이 화장품 항목 신설에 대한 내용이 크게

내산 제품의 경우에는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개발된 어린이 색조 화장품

아쉬웠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어린이 화장품 연령 표시에

브랜드에 대한 기사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해 보고, 국내 어린이 화장품 업체에

어린이 화장품 항목은 신설하지 않고, 어린이 화장품 안전

서 인지하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 사용 가능 연령에 대해 알

규정이 강화된다는 기사가 다수 검색되었다. 이를 통해 화장

아보고자 한다.

품법에서 규정한 제품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장에 존재하

어린이 화장품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미 시

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불법 제품

장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색조 화장품을

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17년을 기점으

사용하는 어린이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로 어린이 화장품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우려도 컸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 화장품은 정

둘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식 화장품 제품류로 포함되지 않은 채 소비자가 스스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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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8년 2월에 발표된 화장

Kim, M. (2012). A study on perception and purchasing

품법 개정에서 ‘어린이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behavior of infant cosmetics (Unpublished master's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함께 시장에 존재
하는 어린이화장품 업체들의 관리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nlabukdo, Korea
Kim, M. (2013). A study on safety of cosmetics for

생각된다. 또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infants

서 검색하고 구매하는 제품류에 화장품과 장난감이 혼용되

metropolitan

어 있는데, 화장품과 장난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소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on

consumption
area

pattern

(Unpublished

in

Seoul

master's

and

thesis).

Kim, M. (2014). A study on the usage and purchasing

behavior

of

cosmetic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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