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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성공사례  SKEDERM 

“상품 개발단계부터 실제 런칭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아마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인 SKEDERM 은 2015 년 10 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6 년 초 amazon.com에 

판매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등극했습니다.  SKEDERM 의 김기현 팀장은 

“SKEDERM 은 처음부터 아마존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입점 준비과정에서 저희는 100% FBA 로 

판매를 계획했는데, 상품의 배송과 고객서비스는 아마존에 맡기고 저희는 더 나은 상품의 제조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US 아마존 고객수요에 집중 

SKEDERM 은 아마존 구매자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아마존이 제공하는 마케팅 수단을 적극 활용하면서, 아마존 

글로벌셀링 초기부터 성공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존 고객 연구를 바탕으로 매일 

새로운 시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피부 유형 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의 성분, 성분 별 효과,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해, 저희 제품의 개발과 제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주력 상품의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SKEDERM 이 아마존 미국 마켓플레이스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 머천다이징 기회를 폭넓게 활용 

또한 아마존 글로벌셀링 초기부터, SKEDERM 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다양한 머천다이징 기회를 활용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팀장은 “판매 초기에 특히 라이트닝 딜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라이트닝 딜을 통해서 단 몇 시간 만에 수 백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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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SKEDERM 은 Sponsored Product 캠페인과 A+ 컨텐츠와 같은 아마존 내 마케팅 도구도 활용 

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체 블로그 사이트와 주요 SNS 채널 상 비디오 홍보 등 아마존 이외의 경로를 통해 

더 많은 미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노출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마련해 가는 중입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향후 계획 

SKEDERM은 앞으로 제품 라인업의 확대를 기반으로 아마존에서의 판매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김기현 팀장은 

“저희는 2016 년 말까지 제품 수를 지금의 3 배로 늘릴 것입니다.  또한 중저가 (Mass) 뷰티 세그먼트의 고객을 

더 잘 확보하기 위해서, Amazon Exclusive 브랜드를 런칭해 아마존에서만 판매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업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비 아마존 글로벌셀러를 위한 조언 

끝으로 SKEDERM 의 김기현 팀장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뷰티 상품을 판매코자 하는 한국의 

판매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뷰티 상품을 미국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FDA 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규제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수요와 경쟁상품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준비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탄탄한 준비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아마존에서의 판매를 거치면서 실무적인 노하우를 쌓으며 

판매운영 전략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