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ccess Stories: Ideas for Potential Players 

바이오테크놀러지/케미컬 

연구개발 일본 로레알 주식회사 

세계 최대의 화장품 제조회사 

일본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여 40 년 

  1907년에 파리에서 설립된 로레알은 현재는 파리,

뉴욕, 도쿄를 중심으로 세계 150개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화장품 회사이다. 산하의

Lancôme, Maybelline New York, Helena Rubinstein 등

의 브랜드는 여성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물론

일본에서도 예외는 아닐뿐만 아니라, 최근 한층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 인기는 저명 브랜드가 2자리수

성장이라는 숫자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현지법인으로서의 일본 로레알의 설립은 1996년이

지만, 일본에서의 로레알의 역사는 1963년의 로레알

사와 Kobayashi Kose(현 Kose)의 제휴가 그 시초가

된다. 

 

  일본에서의 사업전개는 처음부터 다분히 전략적인

것이었다. 최초로 취급한 상품은 미용실을 대상으로

한 제품. 우선 헤어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거기

에서의 평가가 일반시장에 파급되고, 브랜드의 퀄리

티를 높임으로써, 로레알 본래의 신뢰, 고품질, 올바

른 제품과 서비스의 지향이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대히트한 Maybelline의 Water Shiny Diamonds 

  “일본 로레알은 외국기업이지만, 제품을 해외로부

터 그대로 수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 시장을 위

한 제품을 일본에서 개발하는 것에 주력해 왔기 때

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마크 메네스겐(Marc

Menesguen)·일본 로레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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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yashi Kose(현 Kose)와 제휴하여 일본 시장에 진입 

미용실를 대상으로 한 제품부문을 개시 

Kose와 합작으로 (주)Lorecos를 설립, 일반소비자용 헤어케어 제품을

도입 

화장품 브랜드 Lancôme 발매 개시 

도쿄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 

가와사키(川崎)시의 Kanagawa Science Park내에 연구개발센터 설립

이바라키·츠쿠바(茨城·つくば)시에 기초 연구소를 설립 

일본 로레알(주) 설립 

“일본 시장의 특이성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마크 메네스겐(Marc Menesguen)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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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이렇게 해서 미용실를 대상으로 한 제품으로

업계 리더가 된 동사는, 일반소비자용 헤어케어

제품으로, 다시 고급 화장품으로 착실하게 그

기반을 넓혀 나간다. 

 

  일본의 화장품 시장은 세계 제2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 여성이 외국자본계의 화장

품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화장수는

피부가 강한 외국인용이기 때문에 일본인에게는

맞지 않는다” “립스틱이나 아이쉐도우도 일본인

의 황색 피부에서는 색이 들뜬다” 등, 제품을

사용 해 보지 않고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

본 여성은 아직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레알 산하의 브랜드가 많

은 일본 여성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는 첫머리에서 말한의 메네스겐 사장의 말

에서도 이해할수 있다. 

  로레알은 일본 시장에서 40년 이상의 역사가

있지만, 일본에서의 일본인에 의한 연구개발도

30년 이상의 실적을 가진다. 이바라키현(茨城県) 

츠쿠바(つくば)연구학원도시에 있는 로레알츠쿠바

센터는 프랑스 이외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기초

연구소이다. 가와사키(川崎)시의 Kanagawa 

Science Park (KSP)내에 건설하는 대규모 연구

시설과 함께 지역 인프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하는 주요 거점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에 뿌리를 내리고 기술적인 도전

을 계속해 온 일본 로레알에 있어서 일본 시장

은, 기호도 관습도 구미와는 다른 “특수한 시

장”인 점에서 메네스겐 사장에게 “세계적인 제

품을 만들어 내는 『창조의 원천』”이라는 인식

을 갖게끔 하였다. 실제로 일본에서 개발하여

2001년에 시판된 Maybelline의 립스틱(사진)은

결과적으로 전세계에서 5,500만 개나 판매되었

다. 일본여성을 위해 개발한 상품이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한 상품이 된 것이다. 

 

  2000년에는 기술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Shu 

Uemura 화장품과 제휴하여 처음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그룹 브랜드의 하나로서 자

리매김되었다. 

 

  “아시아 시장을 견인하는 도쿄의 지역적 중요

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에 대한 한층 더 크나

큰 정열이 그룹 전체에 싹트고 있습니다” 

 

  메네스겐 사장에게 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에

있어서도 창조 거점으로서의 일본의 위치는 점

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 

【제품 브랜드와 조직】 

 

○Consumer Products 사업본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양판점, 약국, 화장

품점, Variety stores 및 엄선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 헤어케어 제품의 제

조·판매를 통괄. L’Orêal Paris, Maybelline
New York을 취급한다. 

 

○Professional Products 사업본부 

살롱 대상의 업무용 제품과 미용실에서 판

매되는 제품을 제조·판매한다. 브랜드 

L’Oreal Professionnel, Alexandre de Paris,

Kerastase Paris를 취급한다. 

 

○Luxury Products 사업본부 

L a n c ô me , Helena Rubinstein, Biotherm,

Giorgio Armani Cosmetics 등의 고급 화장

품과 Ralph Lauren Parfums 등의 Designer
Brands Fragrance 제품의 수입, 제조·판매.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매. 

 

○La Roche-Posay 사업부 

피부과 병의원, 조제 약국을 통해서 판매되

는 피부과 치료의 보조용 화장품 브랜드 

La Roche-Posay를 취급한다. 

【회사개요】

 설립    :

 자본금  :

 종업원수:

 사업내용:

 

 소재지  :

 

 URL    :

 모회사  :

 

1996년 7월 1일 

126억 5,000만엔 

1,500명 

화장수, 향수, 미용 및 두발관련 화장품의 수입·제조·

판매 및 마케팅 

도쿄도 시부야쿠 요요기 1-20-2 

(東京都渋谷区代々木1-20-2) 

http://www.nihon-loreal.co.jp 

L’Orêal S.A. (프랑스, 종업원 약 50,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