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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19 로 ‘집콕 소비’ 확대, 어떤 제품이 일본에서 잘 팔릴까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에서 재택근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임시 

휴교 등이 시행되어 소비자들이 ‘집콕’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집콕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콕 소비'로 주목받는 상품은?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냉동식품의 수요가 급증해 10배 정도 매출이 상승했으며, 이와 함께 가정 내 교육을 위한 학습 

참고서 및 책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건강식품 카테고리의 흑마늘/유산균이나  가전기기 카테고리의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들의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기 급상승 중인 건강보조식품(유산균·카테킨 함유 음료),  건강식품(흑마늘), 가전기기 (공기청정기) 

 

예상 밖의 주목받는 상품? 일본의 의외 소비 트렌드는? 

위의 제품들과 달리,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제품들이  인기를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배지(Badge), 전철  

손잡이 커버, 트램펄린 같은 제품들이 그 예입니다.  

그 중 꽃가루 알레르기 배지의 판매 증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의 소비 증가는 일본의 ‘국민병’이라고도 

불리는 계절성 질환 때문으로,  재채기 한 번으로도 코로나 19 감염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알레르기 환자임을 표시하는 배지의 수요가 더불어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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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알레르기 환자 표시 배지 

이 밖에도 재택근무 및 외출 금지로 인터넷을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고급 와인, 여성복, 양말 등 

코로나 19와는 관련이 없는 물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 소비제품, 온라인 구매방식에 주목해야 할 때!  

코로나 19는 일본의 인기 제품과 구매 방식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플한 운동 아이템, 

건강보조식품, 실내 교육상품 등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했고, 외출 자제로 인해 온라인 구매가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일본에서 주목받는 ‘집콕 소비 상품’ 

아마존 일본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와 손 세정 관련 제품이 여전히 인기가 급상승 중이며,  노트북 거치대, A4용지, 

재택근무용 의자와 방석 또한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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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일본 Health & Personal Care 카테고리 인기 급상승 제품 

 

아마존 일본에서 잘 팔리는 인기 제품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마존 일본 Best Seller 페이지와 Movers & 

Shakers 페이지를 통해 최신 인기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mazon.co.jp/gp/bestsellers/ref=zg_bsnr_tab
https://www.amazon.co.jp/gp/movers-and-shakers/ref=zg_bsnr_tab
https://www.amazon.co.jp/gp/movers-and-shakers/ref=zg_bsnr_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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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일본 Office Products카테고리 인기 급상승 제품 

 

"이 글은 KOTRA 해외시장뉴스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누구나 아마존을 통해 일본 고객들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코리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마존 일본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https://services.amazon.co.kr/jp-marketplac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