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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마케팅 트렌드
Japanese Cosmetics Marketing Trend



-2015~2019년간 일본 화장품 출하액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일본 화장품의 출하액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2020년 하락세 확인

코로나 19 발생 전 일본 화장품 출하액 추이

일본 내 화장품 산업 동향

최근 6개월 일본 화장품 출하액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
* 출처: 월드 트레이드 아틀라스(2020.05.29)

14,758 
14,995 

16,112 

16,941 

17,61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단위: 억 엔
* 주: 일본 국내 공장 출하액 기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화학공업통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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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일본의 화장품 수입 동향 TOP 5
성별X

일본의 한국 화장품 수입금액 추이

순
위

수입국

수입액 점유율
증감율
‘19/’18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세계 803.69 922.221 1018.26 100 100 100 10.41

1 프랑스 270.16 311.97 346.26 33.62 33.83 34.01 10.99

2 한국 111.54 149.06 192.66 13.88 16.16 18.92 29.25

3 미국 160.53 162.42 173.30 19.97 17.61 17.02 6.7

4 영국 63.45 72.25 72.86 7.89 7.83 7.16 0.85

5 베트남 31.50 33.58 26.20 3.92 3.64 2.57 -21.98

* 단위: 백만 달러, %
* 출처: 월드 트레이드 아틀라스(2020.05.29)

17.66%
16.43%

27.94%

24.81%

20년 1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일본의 한국 화장품
수입금액 증감률

+ 50.97%

* 단위: 백만 달러, %
* 출처: 월드 트레이드 아틀라스(2020.05.29)

일본 내 한국 화장품 산업 동향

- 최근 3년간 일본 내 한국 화장품의 수입액 및 점유율 2위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
- 2020년 1월 ~ 4월 일본의 한국 화장품 수입금액 증감률 +50.97%로 지속적인 상승 추이



- 2030대 일본 여성 다수가 SNS를 통해 스킨케어 & 메이크업 제품에 대해 인지
- 코로나 19 이후 이커머스 사이트를 통한 화장품 구매율 증가
- 일본 내 화장품 마케팅 진행에 있어 SNS & EC 사이트 홍보의 필요성 증대

성별X연령별 이용SNS 통한 화장품 인지경험
성별X연령별 이용SNS 통한 화장품
코로나19 이후 EC사이트 통한 화장품 구매율

29%

45%

18%

9%
11%

7%

20대 30대 40대

여성 남성

이전보다

증가했다, 35%

이전과 차이가

없다, 41%

이전에 비해

줄었다, 7%

이전에 비해 매우

줄었다, 3%

이전에 비해

매우 늘었다, 

13%

* 일본 남성 339명, 여성 272명 대상 조사 진행
* n=10,587
* 출처: 아이스타일

일본 내 화장품 소비자 분석



일본 주요 프로모션 일정

주요 프로모션 일정

- 일본의 대표적인 프로모션은 골든 위크로 4월말~5월초 진행
- 11월 대부분의 유통 업체가 할인을 진행하는 시기로, 특히 11/27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 상품 카테고리 전반에 걸쳐 프로모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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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봄 맞이 프로모션

1/13
성인의 날

1/1
일본 설날

4/29 ~ 5/6
골든 위크

7월
여름 휴가시즌 프로모션

8/13 ~ 8/16
오봉

9/21
실버 위크

10/31
할로윈데이

11/3
문화의 날

11/23
근로감사의 날

11/15
추수감사절

11/27
블랙 프라이데이

12/25
크리스마스

* 골든 위크 : '황금주간'으로도 불리는 '골든위크'는 일본 연중 최대 연휴로 해당 기간에 관광, 쇼핑 등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일본 디지털 이용 현황

디지털 이용 현황

-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 시간이 높으며,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75%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
-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 사용 인구가 높으며, 스마트폰 사용률 83%로 높은 비중 차지
- 전체 인구 중 66.5%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신 버전 운영체제 이용 높음

일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4시간 22분
모바일 이용자 75%
동영상 콘텐츠 시청

인터넷 사용 인구

1억 1,650만 명
전체 인구 92% 사용

MOBILE

모바일 사용 인구

1억 9,170만 명
전체 휴대폰 사용률 92%

스마트폰 사용률 83%

SNS 사용 인구

8,200만 명
전체 인구 65% 사용

모바일 OS 점유율

iOS 13.3 이상 버전 이용자 80% 이상
8.0 Oreo 이상 버전 이용자 70% 이상

66.5% 33.3%



일본 소셜 미디어 및 플랫폼 이용 현황

- 타 국가 대비 트위터 사용률이 높으며, 페이스북 사용률이 다소 낮음
- 구글과 야후를 검색엔진으로 병행 사용하며, 야후는 뉴스&미디어 시청률이 높음

인기 웹사이트 카테고리 월별 트래픽

01 GOOGLE.COM 검색 2,759,000,000

02 YAHOO.JP 검색 2,089,000,000

03 YOUTUBE.COM 동영상 스트리밍 939,900,000

04 TWITTER.COM 소셜 722,700,000

05 DOCOMO.NE.JP 통신 653,000,000

06 AMAZON.CO.KP 이커머스 536,100,000

07 NEWS.YAHOO.CO.JP 뉴스&미디어 491,700,000

08 RAKUTEN.CO.JP 이커머스 491,700,000

1위

5%

7%

7%

10%

30%

33%

50%

61%

71%

PINTEREST

TIKTOK

SKYPE

FB MESSENGER

FACEBOOK

INSTAGRAM

TWITTER

LINE

YOUTUBE

1위
동영상 플랫폼

1위
소셜 플랫폼

1위
메신저 플랫폼



코로나19 이후 “재택 미용”+”마스크 메이크업” 인기

- 코로나19 이후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스킨케어 제품선호도 증가
- 마스크에 가려지지 않는 눈을 강조하는 아이메이크업 제품 인기

일본 뷰티 트렌드 #1 

외출 자제 및 재택근무로 스킨케어에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 증가
최근 #재택 미용 해시태그를 활용한 스킨케어 화장품 마케팅 증가 추세

마스크 착용시 가려지지 않는 아이 메이크업 제품 매출은 타 제품 대비 빠르게 안정세 회복
일본 화장품 브랜드에서 아이 섀도우 및 아이라이너 제품 출시 및 적극적 마케팅 진행중

* 2020년 5월 전국 20~59세 여성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일본 화장품 브랜드 meeth 의 “재택 미용 응원선물” 트위터 캠페인 동영상 캠페인

* 일본 화장품 브랜드 CANMAKE의 여성패션잡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아이섀도우 제품 홍보
*일본 대표 화장품 브랜드 가네보의 밝고 화려한 색상의 아이섀도우 제품 발매
*일본 내 화제가 된 UZU의 14가지 색상 아이라이너

헤어케어, 

16%

바디케어, 

13%

네일케어, 

2%

제모, 

2%

기타, 

3%

스킨케어
(팩/마사지 등)

64%



간편+재미, Fujiko フジコ 대세

- 최근 핵심 고객층(1020대) 사이에서 상품의 기능 뿐만 아니라 편의성과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급증
- 현지 뷰티 시장에서 낮은 가격대비 높은 품질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화장이 가능한 “Fujiko” 제품 히트 중

2019년도 하반기 화장품 어워드 수상이력 다수
품질 및 편리성이 높은 제품 중심으로 수상

화장품 사용 제품에 대한 스트레스 비중 증가추이
화장품 실제 사용감 / 포장 패키지 등에 민감

* <2019년도 하반기 수상 이력> - fujiko 공식쇼필몰 참조 * 일본 최대의 화장품 · 미용 종합 사이트 @cosme 랜덤으로 추출된 제품구매 후기 300건 기준

< 화장품에 대한 “스트레스” 비중 >

스트레스 받음 스트레스 없음

피부 자극 및 트러블

제품 패키지

33%

화장품 기능

11%

효능 / 기능 / 

마무리 감

22%

실제 사용감

32%

< 최근 1년 화장품으로 “스트레스” 받은 이유 >

집계조건: 구입한 품목의 후기 중 랜덤으로 추출된 300건 중
＂스트레스 있음＂이라 기술된 후기 79건

일본 뷰티 트렌드 #2 



뷰티 미니멀리즘 : 쁘띠프라 プチプラ & ‘K-뷰티 파우치 화장품’인기

- 현지 뷰티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높은 퀄리티를 가진 제품, 즉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증가
- 1020대 중심으로 미니멀리즘 뷰티 트렌드 '열풍'

시라비* - 설문조사 응답자의 30%가 “쁘띠프라 “화장품 이용
2040 세대 중심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선호

‘합리적 가격에 다양한 제품 체험’ 가능한 미니 사이즈 뷰티 아이템으로
1020대 사이에서 미니멀리즘 뷰티 트렌드 '열풍'

* 인터넷 뉴스 사이트 ‘시라비’ 2018년12월 20~60대 일본 여성 830명 대상으로 실시 * KOTRA,‘일본, 파우치 화장품 시장동향’ 참조

일본 뷰티 트렌드 #3 

< ‘시라비’ 설문조사 결과 >



주목해야 할 매체 - YaHoo! Japan

- 일본 내 압도적인 페이지 뷰와 폭넓은 유저 층을 보유한 최대 포털 사이트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질 높은 유저의 데이터 보유
- ROAS 효율이 높은 매체로 구매력을 지닌 유저 다수 존재

58% 42%

키워드 검색 유저 및 웹사이트 방문유저 리타겟팅 등
전환 잠재성 높은 유저 타겟팅 가능

약 100여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최대 매체
일본내 PC 검색 엔진 사용 비율 1위
Mobile 검색 엔진 사용 비율 2위

연 소득 800만~1,400만엔 이상 고소득자 사용 비중 1위
잠재고객에게 광범위한 네트워크 노출 가능

인지도 확대에 영향력 있으며
키워드 검색 유저 및 전환 잠재성 높은 유저 다수 존재

11%

23%

30%

20%

14%

2%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하



주목해야 할 매체 - LINE

- 일본 내 공신력이 높은 SNS 매체로, 일본향 캠페인 진행 시 반드시 우선해야 하는 매체
- 라인 내 데이터 기반 타겟팅과 유저 관심사 정보 수집으로 정밀도 높음
- 전체 사용자 중 여성 사용자 54%로 높으며, 2040대 사용자 64%로 높은 비중 차지

54% 46%

라인 내 등록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과
유저 관심사 정보 수집으로 정밀도 높음

MAU 8,400만명 이상

전체 사용자 중 여성 사용자 비중 52%
15-39세 사용자 47% 차지

일본 인기 매체 야후 및 유튜브 다수 유저 리치 가능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으로 커버 못하는 유저까지 리치 가능

일본 내 공신력 있는 SNS로 높은 퀄리티의 유저 보유

12%

20%
24%

20%

15%

9%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하
* 2020년 1월 15-69세 스마트폰 사용자 2만명 조사 결과



주목해야 할 매체 - Twitter

- 일본 내 사용률이 높은 SNS 매체, 실시간 트렌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버즈, 바이럴 생성 기여
- 다만 정보습득 중심 활용 매체로 구매의향이 낮은 유저 다수 존재
- 2030대 비중 높으며, 게임/애니/화장품 주제 언급량 높음

41% 59%

뷰티 및 한국 콘텐츠 관심사/키워드 타겟팅 및
K-뷰티 관련 계정 팔로워 유사 사용자 활용 가능

인기 있는 한국 메이크업 , 패션, 맛집, 트위터 계정은
약 13만~15만명의 팔로워 보유

젊은 층 중심 정보습득 가능한 매체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

젊은 층의 정보습득 및 인지도 확산 가능
정보수집이나 가벼운 텍스트 발송에 사용되는 미디어로
구매의향이 낮은 유저 다수 존재

17%

22%
20%

18%
15%

8%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하



주목해야 할 매체 - LOCARI

- 성인 여성No.1 미디어 앱으로 메이크업/패션/헤어스타일 등 여성 라이프스타일 관련 콘텐츠 보유
- 콘텐츠 정보에 대한 유저 신뢰도가 높으며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성인 여성 다수 보유

60% 30%

130만 여성 유저에게 노출 가능
(단 별도의 연령/성별 타겟팅 불가)

20-30대 여성 사용자 비중 80% 차지

전체 유저 평균 연소득 548만엔이며
3명중 1명이 콘텐츠 조회 후 상품구매 경험 있으므로
구매력 높은 유저 다수 보유

인지도 확대에 영향력 있으며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높은 영향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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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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