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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스킨케어 시장 동향 

언제나 새로운 제품을 시도하기 원하는 미국 뷰티 소비자 

미국 소비자는 언제나 새로운 화장품을 시도하기 원한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사용 중인 제품에 만족하더라도 새롭고 품질 좋은 스킨케어 제품을 

찾는다고 합니다. 89%가 언제나 새로운 스킨케어 제품을 찾고 있고 80%는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 

마음에 들더라도 새로운 제품을 찾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새로운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다고 답했고 89%가 품질이 좋은 제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 스킨케어 소비자들의 큰 고민은 여드름과 잔주름! 

대다수의 미국 소비자들은 매일 3-5 개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합니다. 미국인들의 피부 고민은 

뭘까요? 젊은 세대(18-38 세)들은 ‘여드름’을, 40-50 대 이상은 ‘잔주름’과 ‘주름’을 가장 큰 피부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모든 세대가 피부 고민이라고 꼽은 건 ‘다크써클’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연령대별 피부 고민 

순위 전체 Z 세대(18-24) 밀레니얼(25-38) X 세대(39-53) 베이비부머(54+) 

1 여드름 여드름 여드름 잔주름·주름 잔주름·주름 

2 다크써클 다크써클 다크써클 다크써클 다크써클 

3 잔주름·주름 불균형한 피부톤 불균형한 피부톤 불균형한 피부톤 쳐진 피부 

4 불균형한 피부톤 지성 피부 모공 눈밑지방 눈밑지방 

5 모공 모공 잔주름·주름 여드름 깊은주름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은? 

미국 뷰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품은 페이셜클렌저(72%), 아이크림 (55%), 메이크업 

리무버 물티슈(54%), 안티에이징 제품(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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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대별 스킨케어 제품 사용 순위 

순위 전체 Z 세대(18-24) 밀레니얼(25-38) X 세대(39-53) 베이비부머(54+) 

1 페이셜클렌저(72) 페이셜클렌저(71) 페이셜클렌저(74) 페이셜클렌저(71) 안티에이징 제품(69) 

2 아이크림(55) 모이스처라이저(66) 

메이크업 리무버 

물티슈(58) 

안티에이징 제품(67) 페이셜클렌저(68) 

3 

메이크업 리무버 

물티슈(54) 

메이크업 리무버 

물티슈(59) 

스크럽(55) 아이크림(65) 아이크림(63) 

4 안티에이징 제품(53) 스크럽(56) 모이스처라이저(55) 

메이크업 리무버 

물티슈(52) 

안티에이징 데이 

모이스처라이져(61) 

5 스크럽(52) 여드름 제품(54) 아이크림(52) 

안티에이징 나이트 

모이스처라이져(51) 

안티에이징 나이트 

모이스처라이져(59) 

주: () 안의 단위는 %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해보기 원하는 화장품은? 

미국 스킨케어 소비자들이 현재 사용하진 않지만 시도해 보기 원하는 제품으로는 클렌징밤, 디톡스 

제품, 뷰티 디바이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18 세부터 53 세까지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들이 ‘클렌징 

밤’을 가장 사용해보기 원하는 제품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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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대별 사용하기 원하는 스킨케어 제품 순위 

순위 전체 Z 세대(18-24) 밀레니얼(25-38) X 세대(39-53) 베이비부머(54+) 

1 클렌징밤(67) 클렌징밤(67) 클렌징밤(68) 클렌징밤(67) 디톡스 제품(64) 

2 디톡스제품(61) 

뷰티 디바이스· 

목 관리 제품(60) 

목 관리 제품(59) 디톡스 제품(64) 클렌징밤(62) 

3 

뷰티 디바이스· 

목 관리 제품(56) 

눈 관리·디톡스 제품(58) 디톡스 제품(58) 뷰티 디바이스(55) 미스트·에센스(54) 

4 미백·모공 관리(50) 

안티에이징 나이트 

모이스쳐라이저(55) 

뷰티 디바이스(57) 

목 관리·미스트 

·에센스(54) 

뷰티 디바이스(53) 

5 미스트·에센스(52) 

안티에이징 데이 

모이스쳐라이저·모공 

관리(52) 

미스트·에센스(51) 미백 제품(51) 미백 제품(50) 

주: () 안의 단위는 % 

 

 

미국 스킨케어 시장 시사점은? 

71%의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 중인 스킨케어 제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미국 

스킨케어 시장에 한국 화장품의 진출 기회가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셀러 

여러분께서는 미국 뷰티 시장 진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때 SNS 는 중요한 홍보 수단입니다. 미국 뷰티 소비자들의 88%가 스킨케어 정보를 가족 또는 

친구들과 공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내 브랜드 인지도가 낮더라도 SNS 마케팅과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뷰티 시장에서 인플루언서는 매우 

파급력이 커 아주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20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Page | 4  작성일자: 2020 년 

미국 소비자들의 스킨케어 패턴과 피부 고민에 따라 제품 별로 적절한 타겟 소비층 공략이 

필요합니다. 

- 밀레니얼(25-38 세) 이하 연령대의 소비자의 경우 사용이 편리한 메이크업 리무버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고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최근 클렌징밤은 모든 연령층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미국 뷰티 시장에서 시장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 최근 유해 화학성분이 없는 ‘클린 레이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 미국의 천연/유기농 뷰티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화장품 셀러 여러분께서는 미국 뷰티 시장 진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KOTRA 해외시장뉴스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781/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4095&column=keyword&search=%ED%99%94%EC%9E%A5%ED%92%88&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01&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