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금 일본에서는 미니사이즈 화장품이 열풍!
안녕하세요, 아마존코리아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미니사이즈 화장품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열풍의 이유와 한국 화장품의 진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미니 사이즈 화장품이 10-20 대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출시한 미니 사이즈 제품들이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로 30~50 대 여성이 주 고객층이던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미니 사이즈 제품이
출시되면서 10 대 후반에서 20 대 초반 젊은층 고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에스티로도 그룹의 브랜드 MAC 은 1,500 엔대 미니 립스틱 등이 포함된 '리틀 MAC 시리즈'를
선보였고 시세이도 역시 일반 화장품 절반 크기의 '피코' 시리즈를 발매하며 매출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가격도 미니! 화제의 ‘데파코스’ 브랜드

미니 사이즈 제품의 인기 이유?
1. 용량과 가격이 기존 제품의 절반이라 부담없이 최신 메이크업 트렌드를 재현할 수 있다!
일본 여성들은 용량과 가격이 기존 제품의 절반 정도여서 부담 없이 최신 메이크업 트렌드를 재현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보통 립스틱 1 개 가격이 4000~5000 엔인 백화점 기존 브랜드 제품은 젊은
여성이 선뜻 구입하기가 부담스럽지만 가격이 절반인 미니 사이즈라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에서 최신 유행 메이크업이 잇따라 소개되면서 메이크업 트렌드의 변화속도도 점차
빨라져 화장품의 구입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양도 적은 미니
사이즈 제품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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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만의 것’을 찾는 일본 소비자들의 ‘커스터마이징’ 욕구 때문!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여러 색을 조합해 자신의 피부색과
취향에 맞는 색을 커스터마이징해 쓰고 싶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피부색에 맞는 색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가네보사의 미니 파운데이션 제품

3. 환경보호 심리
최근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장품 바닥보기'가 SNS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애용하는 화장품을 많이 혹은 끝까지 쓰고 난 후 용기 바닥이 보이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인스타바에’(인스타 사진발)일 뿐 아니라 낭비 없이 끝까지 다 쓴다는 점에서 친환경, 윤리적 소비
지향 트렌드에도 부합한다는 분석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유행 중인 '화장품 바닥 보기(底見えコス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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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시리스의 가속화
최근 들어 ‘페이페이’ 등 캐시리스 결제수단의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휴대품도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주요 브랜드들은 작년부터 잇달아 미니 지갑을 내놓고 대형 백화점을 중심으로 미니
지갑이나 미니 백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미니’ 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작아진 가방과
파우치에 넣을 수 있는 미니 화장품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캐시리스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미니
사이즈 화장품 선호 경향 역시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진출 전략
기존 일본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의 경우, 그 동안 주로 작고 귀여운 디자인과 ‘프치프라’(저렴한
가격)라는 이미지를 어필한 제품이 대체적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
브랜드들의 미니사이즈 제품 출시를 계기로 한국 화장품의 주 고객층인 10-20 대 초반 여성들에게
백화점 브랜드 화장품 구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한국 화장품만의 차별화 전략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유행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제품’을
찾는 소비패턴 역시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소비자들의 심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를 아이템에 접목시키는 시도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아마존은 가장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는 이커머스 사이트인데요, 특히 한국 제품은 2017 년
기준 수입액 4 위일 정도로 일본에서는 한국 제품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아마존 FBA 서비스로 FBA
전체 물량의 98%를 일본 전역에 당일 배송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마존을 통한 해외 판매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아마존 입점 6 개월만에 매출이 100 배 이상한 네일스티커 및
네일용품 판매 기업 '젤라또팩토리'의 성공사례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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