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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소개- 욕실 카테고리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욕실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소개해드립니다! 

1. 이태리타올 

 

 

Bath Washcloths 카테고리의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뭔가 익숙한 모양새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친숙한 언어, 친숙한 폰트가 보입니다. 바로 당당하게 5 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때수건입니다. 

 

새빨간 색에 한글로 '이태리 타올'이라고 적혀있네요. 베스트셀러 5 위답게 '아마존의 선택'에도 

선택되었고, 별점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쏟아지는 '간증'과도 같은 고객 

리뷰들인데요. 아래 한 아마존 고객은  "나는 항상 꽤나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한국 이태리 

타올(Korean Italy Towel)을 알고난 뒤로는 왕짱 깨끗한 사람('super-clean dude')이다"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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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각질이 벗겨져 나갔으며, 이제는 부드럽고 깨끗한 새 껍질을 

얻었다. 인생에서 제일 깨끗하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단 한 번도 이태리타올으로 때를 밀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신세계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2. 세안밴드 

 

각종 머리밴드 사이에서 단연 눈에 돋보이는 것은 귀여운 귀가 뾰족 솟은 캐릭터 모양의 

세안밴드입니다. 세수하거나 스킨로션을 바를 때 머리를 아프게 바짝 당겨 묶지 않아도 거슬리지 

않고, 앞머리나 잔머리까지 다 잡아준다며 극찬하는 리뷰가 잔뜩입니다. 실용성에 덧붙여 

귀엽기까지 해서 스킨케어를 하는 과정 자체를 매일 즐겁게 만들어주었다는 고객들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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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스타, 한류 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가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이런 TV 프로그램 등에 나온 

신기한 한국의 물건들이 덩달아 해외에서도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곤약 스펀지 

동요계의 <강남스타일>, 어린이들의 BTS! 바로 <아기상어> 노래입니다. 스마트스터디의 유아동 

브랜드인 ‘핑크퐁'이 유튜브에 올린 영어 버전 영상은 벌써 30 억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스펀지 사이에서 6 위는 "All Natural Korean"이라는 곤약 스펀지입니다. 사용자리뷰는 2 천 개가 

넘어가네요! 단연 '아마존의 선택'에도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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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자세한 정보가 기술되어있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제품 사진 란에도 사진 맨 위의 로고에서 

보실 수 있듯 'Made in Jeju, South Korea' 즉 대한민국 제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빙 아닐까요? 

 

4. 실리콘 브러시 

또 마지막으로 특이한 한국 제품은 바로 세안 브러시입니다. 평범한 실리콘 브러시들 사이에서 콕콕 

박힌 눈과 입으로 이목을 사로잡네요. 6 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역시 인종이나 

문화를 가리지 않고 귀여운 것은 귀여운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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