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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베스트셀러 랭킹 페이지 소개 

아마존이 미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업계 1 위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마존 일본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보면, 일본의 온라인 고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일본 "랭킹 페이지", 즉 아마존 일본 내 

베스트셀러 및 뜨는 키워드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방문자 수 기준, Nielsen NetView 2016 년 9 월 브랜드 레벨 

 

1. 베스트셀러, 급상승 키워드, 신규 출시, 위시리스트, 선물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일본 랭킹 페이지(확인하기)에서는 베스트셀러, 급상승 키워드, 신규 출시, 위시리스트, 선물 

아이디어 등 다양한 순위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한 시간이나 하루마다 업데이트됩니다.  

1. 베스트셀러 랭킹 보기 > 2. 급상승 키워드 랭킹 보기 > 

제품 판매 데이터 등을 반영하여 1시간마다 

업데이트되는 인기 상품 순위입니다. 

검색되는 키워드를 반영하여 매일 

업데이트되는 검색어 순위입니다.  

3. 신규 출시 랭킹 보기 > 4. 위시리스트 랭킹 보기 > 

특히 새로운 제품 (예약 또는 신규) 판매 · 예약 

데이터 등을 반영하여 1시간마다 

업데이트되는 인기 상품 순위입니다. 

'위시리스트'에 가장 많이 추가된 제품 

데이터를 반영하여 매일 업데이트되는 인기 

상품 순위입니다. 

5. 선물 아이디어 보기 >   

선물 설정을 이용한 상품 줌문을 집계하여 

매일 업데이트되는 인기 상품 순위입니다. 

  

 

  

https://www.amazon.co.jp/gp/bestsellers/ref=s9_acss_bw_cg_RankHead_1a1_cta_w?pf_rd_m=A3P5ROKL5A1OLE&pf_rd_s=merchandised-search-3&pf_rd_r=69W624FRMG9F4F88K9BJ&pf_rd_t=101&pf_rd_p=5f17a30e-01fb-491c-85a0-5fc86f92e7fb&pf_rd_i=3540043051
https://www.amazon.co.jp/trends/aps?ref=crw_prtl
https://www.amazon.co.jp/gp/new-releases/ref=s9_acss_bw_cg_RankHead_2a1_cta_w?pf_rd_m=A3P5ROKL5A1OLE&pf_rd_s=merchandised-search-3&pf_rd_r=69W624FRMG9F4F88K9BJ&pf_rd_t=101&pf_rd_p=5f17a30e-01fb-491c-85a0-5fc86f92e7fb&pf_rd_i=3540043051
https://www.amazon.co.jp/gp/most-wished-for/ref=s9_acss_bw_cg_RankHead_2b1_cta_w?pf_rd_m=A3P5ROKL5A1OLE&pf_rd_s=merchandised-search-3&pf_rd_r=69W624FRMG9F4F88K9BJ&pf_rd_t=101&pf_rd_p=5f17a30e-01fb-491c-85a0-5fc86f92e7fb&pf_rd_i=3540043051
https://www.amazon.co.jp/gp/most-gifted/ref=s9_acss_bw_cg_RankHead_3a1_cta_w?pf_rd_m=A3P5ROKL5A1OLE&pf_rd_s=merchandised-search-3&pf_rd_r=69W624FRMG9F4F88K9BJ&pf_rd_t=101&pf_rd_p=5f17a30e-01fb-491c-85a0-5fc86f92e7fb&pf_rd_i=35400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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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랭킹 페이지 활용법 예시 

(1) 이미 판매하고자하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베스트셀러 페이지 활용법 

이미 판매하고자하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판매하고자하는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그 

카테고리 내에서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뷰티 카테고리의 립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 '뷰티', '메이크업', '립 제품' 등을 클릭하여 각각의 제품군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을 클릭하여 상세페이지의 설명도 확인하고, 

고객의 리뷰를 읽으며 구매자들이 제품의 어떤 부분을 싫어하고, 또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 랭킹을 통해 경쟁사 분석은 물론, 소비자들의 니즈까지 파악할 수 있어 

제품 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무엇을 판매해야할지 모르시겠나요? 

 급상승 키워드 랭킹 활용법 

무엇을 판매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고요? 신규 출시 랭킹이나, 위시리스트 랭킹 등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카테고리조차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급상승 키워드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검색량이 급증한 키워드가 매일매일 새로이 업데이트됩니다. 지금의 경우엔 

빨래망(Mag-chan), 일본의 새 연호, 어벤져스 엔드게임, 컴팩트한 가방(Shupatto) 등이 급상승 키워드 

10 위 안에 속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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