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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립 메이크업 제품 시장 트렌드 및 시사점 

안녕하세요, 아마존코리아입니다. 최근 K-pop 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K-

뷰티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특히 한국산 틴트류가 경쟁력 있고, 

메이크업 제품 중 유망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뷰티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인 인플루언서 

 

지속적인 성장세인 립 메이크업 제품 시장 및 한국 제품 

최근 일본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한류가 휘청거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일본 시장은 한국 립 메이크업 

제품의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은 한국 립 메이크업 제품의 2 위 수출시장으로서 

2018 년에는 1 위 중국과 근소한 차이로 2 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음식을 

중심으로 한 제 3 차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립 메이크업 제품은 2016 년 약 96 억원에서 2018 년 

312 억 5,000 만원으로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 3 차 한류붐은 10,20 대들이 주 소비층으로 씀씀이는 1,2 차 한류팬보다 작지만 한일 관계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 ‘충성도’가 높은 소비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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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근 3 년간 국가별 립 메이크업 제품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또한 일본 립 메이크업 제품 시장도 전체 화장품 시장 규모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립 메이크업 제품을 포함한 색조화장품 시장의 경우 약 2 조 9,000 억원 규모(전체 화장품 시장의 9.6% 

비중)이며, 전체 성장률 대비 2 배 가까이 높은 5.8%의 성장률을 보여 유망분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SNS 을 많이 이용하는 10, 20 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컬러 메이크업이 유행하고 있어 

색조화장품 시장은 2020 년까지 3 조 2,000 억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립 틴트가 큰 특징인 얼짱 메이크업으로 인기몰이 

한국산 립 메이크업 제품이 인기를 끄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립 틴트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얼짱 

메이크업'이 유튜브 등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에서는 촉촉한 재질과 자연스러운 발색 

효과를 내는 립 메이크업 제품이 주를 이뤘으나 높은 지속력과 선명한 발색을 특징으로 하는 립 

틴트가 일본 시장에서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캔메이크, 오페라 등 일본 

화장품 브랜드도 뒤따라 립 틴트를 출시했지만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립 틴트 제품은 한국이 

‘원조’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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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튜버가 소개하는 얼짱 메이크업 방법 

이런 일본에서 아마존은 가장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는 이커머스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국 제품은 

2017 년 기준 수입액 4 위일 정도로 일본에서는 한국 제품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FBA 서비스로 FBA 전체 물량의 98%를 일본 전역에 당일 배송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일본 립 메이크업 제품 시장은 경쟁이 과열되어 있으며, 프랑스(수입 시장 점유율 53%) 혹은 일본 

자국 브랜드 대비 우위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립 틴트는 일본 소비자가 한국이 ‘원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름에 고온다습한 일본 시장의 경우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놀이를 하더라도 수정 메이크업 없이도 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KOTRA 해외시장뉴스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604/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6093&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row=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