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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 소식 제품 소식 

안녕하세요 사장님. 벌써 5 월도 후반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페미에서 2017 년 한해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지역별로 선호하는 제품이 다르고, 동네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범용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 또한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가운데 사장님 가게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 있다면 

영업사원 통해서 직접 한번 물건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17 년 한해 판매된 개수 순서로 1 등부터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출액 순서로 나열한 것과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스캔달, 픽시컷 등이 매출액 순서로 10 등 안에 들었던 제품이랍니다. 

아무래도 2017 년도에 출시된 제품 중에서는 이지 브레이드와 팍스락 

컬리가 두드러지네요. 2018 년은 아직 5 월이 한창이지만, 올해도 

이지 브레이드는 순위에 들 정도로 나가는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네요. 다음은 2017 년 한해 페미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가발을 

종류별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래 레이스 가발이 많이 출시되다 

보니 일반가발이나 반가발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장님께서 

1. JUMBO BRAID (KN) 

2. SUPER JUMBO BRAID(PP) COLOR 

3. KINKY TWIST BRAID (CARDBOARD-MARLEY BRAID) 

4. YAKY BRAID(PP) 

5. EZ WEAR BRAID 44"<AFRELLE > 

6. JUMBO BRAID-KANEKALON 

7. FX EXPRESSION HAVANA BRAID 4X (PP) 

8. 2X FAUX LOCS CURLY 18" 

9. H/H ELITE/W 28PCS 

10. 2X FAUX LOCS BRAID 16"<MAM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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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신 페미 가발 가운데 순위에 있는 가발이 없으시다면 꼭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1. NEW EASY GO AGATHA WIG 
2. H/H MOM WIG 
3. TAYLOR WIG 

4. RUAH WIG 
5. NATURAL PART LACE KAREN WIG - 
6. THE M SECRET BELLE LACE WIG 
7. HAZELL WIG 
8. ELLA WIG 
9. TEMPTATION H/H EASTHER WIG 

10. JAMILA 
 

2017 년에 출시된 가발 가운데는 벨르와 엘라, 에스더가 눈에 띄네요. 

이상 2017 년 한해 사장님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신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이건 데이터로 집계한 자료일 뿐 실제 가게마다 기존 

제품들과의 관계, 고객들의 성향, 가게 로케이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할거에요 

무엇보다, 이번 5 월에 입고된 가발 중에 아주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는 

제품이 ‘메리’ 랍니다. 5 월 초에 입고되어 1 차 물량이 전부 소진되고 

2 차 물량이 바로 입고될 예정이에요.  

지난 4 월호 부사장님의 세법 정보가 유익했다며 연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특별히 부사장님께 요청을 다시 드렸는데 근래 

많이 바쁘셔서 5 월호에는 싣지를 못했네요. 6 월에는 다시 한번 

부사장님께 전문가의 식견으로 사장님 사모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요청드려보겠습니다.   

한달이 무척 짧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제가 엊그제 4 월호 

보내드린다고 인쇄소에 출력 요청하고 에스더씨와 함께 

발송했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5 월 말이네요. 그리고 24 살에 

군대전역하고 2001년 대학 2학년을 시작했던게 벌써 17년전이네요. 

앞으로 10 년 뒤 제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10 년전에 지금 제 모습을 예상 못했으니까요^^ 사장님 

사모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