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WORKS는 20년 이상 미국내 HBA(Health & Beauty AID) Category에서 한국산 제품들을 많은 유통채널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2년에 epielle를  미국시장에 런칭을 시작했습니다. 

Epielle는 특별한 여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epielle는 소비자의 Needs & Trend에 맞게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 및 소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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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elle는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 품질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미국를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요구사항을 해외 바이어와 같이 

제품개발에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 국내 화장품 제품보다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킨 차별화 전략이 제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바이어와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 영업채널과 품목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Walmart, Walgreens, BIG LOTS, HEB, Amazon와 같은 

미국내 유수 유통사에서 K-Beauty sourcing platform으로서 당사 브랜드를 선택함에 따라 더 많은 한국 화장품 제품들의 미국시장 진출의 기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호평받은 제품들은 이어서 유럽,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 지역까지도 epielle 브랜드가 소개되고  관련 상품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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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엘르 상품이 진열된 모습 BIG Lots! 외관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본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전역 47개주에 1,4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BIG Lots! 은 대형 retail 컨셉으로 K-Beuty 관심의 선두주자로

정작 한국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20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epielle는 페이셜 클렌징티슈 및 클렌저, 다양한 페이셜 마스크류, 

기초화장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미국 국민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리테일 스토어 BIG 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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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elle는 미국 Amazon, Instagram을 활용한 판매 및 홍보전략으로 신제품 런칭과 소비자와 소통하는 브랜드로서 눈에띄는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젊은층에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20년동안 미국에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온 epielle. K-Beauty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epiellebeauty

Instagram
Amazon

에 입점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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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greens는 처방전, 건강 및 웰빙제품, 뷰티제품 잡화 등 매우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는 대형마트로서 약 7500개의 매장을 미국 전역에서

운영중인 미국최대의 잡화 식품 건강보조제 뷰티제품등을 판매하는 마트입니다.

20여년간 epielle와 다양한 브랜드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의 화장품과 제품들을 경쟁력있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부진열모습Walgreens 전경

미국 CVC Health 뒤에 두번째로 큰 약국체인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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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mart는 미국의 최대할인마트 체인점으로 미국전역에만 5,362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 화장품, 잡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을 판매 전세계 제품과 동시에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epielle 브랜드는 steady seller로써 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https://www.walmart.com/browse/epielle/YnJhbmQ6RXBpZWxsZQieie

Walmart 온라인몰에 입점된 모습Walgreens 전경

미국 최대 할인마트 체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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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worths Group은 호주 내 매출규모 2위의 기업으로 호주 전역에 995개의매장, 115,000명 직원 1924년에 창업한 역사깊은 리테일 스토어로 

호주내의 점유율 33.6%  의 리테일 매장으로 한국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쇼핑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epielle는  Woolworths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PB제품, 화장품 기초라인(skin care line) 에  

epielle beauty 제품의 기술력을 그대로 제조하고 있으며호주 woolworths 에 다양한 K-Beauty 제품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점유율 2016년 기준, 멜버른 무역관 출처

voeu 제품Woolworths 전경

호주 리테일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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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I는 2001년에 호주에 첫 오픈 뒤 호주전역에 4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중이며

우수한 품질의 최저가PL상품과  Dermatology test 통과한 자극이 적은제품이 ALDI의 인기비결로 epielle 브랜드의 노하우를

그대로 PB제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K-Beauty를 호주 ALDI 매장전역에 공급하고 매년 완판으로 수출규모가 상당히 성장하였습니다. 

Persmal skin care & cleanser PB제품으로  epielle 브랜드 자체개발제품이 호주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 2018 Canstar Blue “Most Sarisfied Customers Supermarkets”

*

PB제품
ALDI 매장전경

독일 식품 기업 / 호주 내 현지인들에게 인기있는 마트 1위



Home Skin care with Fun!
FACE CARE



Home Skin care with Fun!
FACE CARE

Face cleanser
FACE CARE



Make up Remover Cleansing Tissue
FACE CARE



HAIR DYE
HAIR CARE

Bodycare Product
BODY CARE



Removes Blackhead with Strips
FACE CARE

Accessory
M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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