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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아마존 베스트셀러 소개 - 패션 카테고리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마존 패션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1.   토끼 귀 모자 

 

아마존 Girls' Novelty Beanies & Knit Hats 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는 일명 "인싸모자"! 손을 꾹 누르면 

토끼 귀가 움직이는 형태로 한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면서 "인싸템"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토끼모자입니다. 이제 그 인기가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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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V 프로그램에서 알게 되어 손녀들을 위해 샀는데, 손녀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리뷰 

손녀들을 위해 아마존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해 리뷰를 남긴 이 고객은  한국의 버라이어티 쇼에서 이 

모자를 처음 접했다고 하네요!  

 

2. 당연히, BTS 등 K-pop 

케이팝의 세계적인 인기는 아마존에서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모자, 후디, 티셔츠 가리지 않고 케이팝 

관련 굿즈들이 베스트셀러 랭킹에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Sports Fan Sweaters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 페이지에 들어가보니 1 위부터 6 위까지는 물론 

후순위에서도 계속 블랙핑크, BTS 등 온통 k-pop 관련 물품들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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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K-pop and chill" 티셔츠. "아마존의 선택(Amazon's Choice)" 으로 선정됐다. 

 

스웨터나 티셔츠, 후디는 물론이고 모자도  k-pop 관련 제품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와있네요. 특정 

그룹이나 가수를 지지하는 제품부터, 케이팝 전체와 관련있는 제품, 케이팝 스타일의 제품 등 

다양합니다. 

 

19 위를 차지한 Love Yourself Snap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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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면 쟁여 놓는, 품질 좋은 기본템 

특이한 패션 제품들도 많지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 아무래도 아마존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베이직한 제품군에서도 품질이 좋은 한국제품이 인기 있습니다.  

 

 

Regna X 를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Regna X 는 우리가 잘 알고있는 KOLON FnC (코오롱 FnC)의 

브랜드인데요. 아마존에 최적화된 브랜드 런칭으로 매출을 8 배나 올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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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세계가 주목하는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존은 전세계 3 억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미국 아마존은 전세계 셀러들이 

제공하는 다채로운 상품 선택권 때문에 미국 고객 뿐아니라 전세계 고객들이 방문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제품으로 3 억 명 아마존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