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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성공사례  Misemet 

“FBA 덕분에 현지 배송 걱정을 덜고 해외배송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즈멧은 2011 년에 설립된 해외 온라인 유통 전문기업으로, Amazon.com 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뷰티 (Beauty) 유통전문 셀러 중 하나입니다.  마이즈멧의 공동 창업자인 조현재 공동대표는 대학생 시절이던 

2009 년 여행 차 방문했던 미국에서 아마존 글로벌셀링의 기회를 직접 경험한 뒤, 귀국해 곧바로 마이즈멧을 

설립하고 아마존 글로벌셀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내 지인이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소싱한 뒤 Private 

Labeling (자가상표 부착 상품)을 거쳐 아마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점차 주방용품 브랜드로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한국의 상품을 아마존에 판매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K-Beauty 를 통한 성장 기회 포착 

초기에는 태양광 모듈전지 충전기의 자체 제조/판매로 시작해, 점차 PC 모니터와 같은 소형가전 제품을 

유통하며 일 평균  200 건의 주문을 받는 규모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마이즈멧의 성공은, 미국에서 

조금씩 인기를 얻어가던 한국의 BB 크림 화장품을 아마존에 판매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Skin79 라는 브랜드의 BB 크림을 아마존에 판매하면서, 상품 포트폴리오를 뷰티로 전환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3 년도에 하나의 한국 뷰티 브랜드 판매를 시작으로, 2014 년에는 약 20 개, 2016 년 상반기에는 

약 60 개까지 취급 브랜드를 확장하면서, 마이즈멧의 매출은 2011 년도 이후 약 5 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FBA 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판매/유통 비즈니스의 특성 상, Amazon.com 에서 고객의 수요동향을 꾸준히 

리서치해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조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핵심 경쟁력은 아무래도 해외배송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제품의 제조원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진을 확보해야 하다보니, 해외배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였는데요.  저희는 FBA 를 통해 바로 이러한 배송부분의 

효율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이즈멧 조현재 대표는 전합니다.  실제로 FBA 는 마이즈멧의 2015 년 

전체 매출 중 약 82%, 그리고 2016 년 1 월 ~ 5 월 중순까지의 전체 매출 중 약 90%에 기여하는 등, 그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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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이즈멧 조현재 대표는 전합니다.  실제로 FBA 는 마이즈멧의 2015 년 

전체 매출 중 약 82%, 그리고 2016 년 1 월 ~ 5 월 중순까지의 전체 매출 중 약 90%에 기여하는 등, 그 비중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이외의 해외 전자상거래 채널에서는, 매출의 증가에 비례해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셀러의 직배송 

구조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FBA 의 위력은, 주문량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더라도 비용은 예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FBA 를 이용하게 되면 주문 

접수부터 배송 및 CS 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아마존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셀러는 한국에서 미국 내 

주문처리센터 (Fulfillment Center)로 상품을 보내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고, FBA 로 미리 입고해 두는 물량의 

증가를 통해 상품 당 배송비용을 계속해서 낮출 수 있거든요.  그 덕분에 물류 부문의 인력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이즈멧은 창업 이후 물류 담당 인력을 확충하기 보다는 수요 분석, 마케팅 등 사업의 

외형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집중해 왔고, 그 결과 뷰티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향후 계획 

아마존 글로벌셀링 노하우와 FBA 를 통해 확보한 마진 경쟁력을 토대로, 최근 마이즈멧은 한국의 뷰티  

브랜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뷰티상품을 유통하는 단순 리셀러로 출발하여, 한국 뷰티 브랜드가 

Amazon.com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을 제안하고 해당 상품을 

Amazon.com 에 전속 판매하는 셀러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FBA 를 통해 효율화한 Supply chain 

기반을 뷰티 이외의 상품군에도 적용할 계획을 구상하는 등, 다시 한 번 FBA 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