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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에 부는 한국 가방 열풍 

일본에서 부는 한류의 패러다임은 1 차 • 2 차 • 3 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1 차는 당연히 

2003 년 40~50 대 일본 중년 여성을 사로잡은  '욘사마' 열풍이겠죠. 2 차는 소녀시대, 동방신기, 

빅뱅을 중심으로 일본 20~30 대를 겨냥한  K-Pop 한류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 한국 아이돌의 인기가 

한국 제품이나 한국의 트렌드로는 번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10 대 여성이 

중심이 된 '3 차 한류 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3 차 한류 붐을 타고 일본에서 한국 패션이 유행 

중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국 가방 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가방 시장 분석 

 

일본 가방 및 핸드백 시장은 연간 1 조 엔을 상회하는 규모로, 2008 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침체됐으나 2010 년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가방 및 핸드백 시장은 해외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50%를, 일본 국내 브랜드가 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브랜드의 비중이 큰 시장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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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때문에... 한국 제품에 열광하는 일본 10 대 소녀 

KOTRA 와의 인터뷰에 응한 한 일본 가방 바이어는 이제까지 여성용 가방은 취급하지 않았지만 

2017 년말부터  한국제 백팩에 대해 문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한국 가방 열풍의 배경에는 '한류'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10 대 

여학생들이 방탄소년단이나 트와이스 등 한국 아이돌 그룹에 대한 글이나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 공유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아이돌에 빠진 10 대 여학생들은 '한국 

브랜드', '한국에서 유행하는 가방'이라는 가치에 만족하며 구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가방 

앞면에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의 한글 이름(마크 등)을 붙이거나 캐릭터 상품을 장식해서 자기만의 

커스텀 가방을 만드는 것이 유행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제품의 경우 디자인이 심플해 쉽게 꾸밀 수 

있는 것도 인기 비결입니다. 

 

한류를 등에 업은 한국 가방 셀러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KOTRA 는 가방 및 핸드백과 같은 소비재는 한류 붐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품목 중에 하나이며, 일본 

내 시장규모가 1 조 엔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일본 진출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최근 SNS 에 

친숙한 일본 10 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류 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NS 를 통한 적극적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방 유사제품이 나오는 일본 시장에서 독특한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서 

인기를 얻은 아이템이라면 적극적인 일본 진출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큰 일본시장 에서 아마존은 전체 브랜드 순위에서는 3 위, 이커머스 업계 중에서는 1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마존의 월간 방문자수는 4920 만명이며 월 트래픽은 최고 

21.2 억회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가장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는 이커머스 사이트이며, 그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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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함께 가방을 비롯한 패션 아이템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해보세요!  

“이 글은 KOTRA 해외시장뉴스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63992&pageViewType=&column=title&search=%EC%9D%98%EB%A5%98&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03&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