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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소개- 주방 카테고리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방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소개해드립니다! 

1. 양은냄비 

 

첫 번째 주인공은 자취방의 필수템, Made in Korea 양은냄비입니다. 비오는 날 대학가의 골목 안 

분식집에서 나오는 얼큰한 해장라면도 이 양은냄비가 아니라면 같은 맛이 아니겠죠? 한국인들에게 

양은냄비가 추억이 서려있는 물건이라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K-Drama 등에서 접한 신기한 

제품입니다. 좋아하는 한국인 배우가 양은냄비에 찌개를 끓여먹는 것을 보면서, 그 분위기에 반한 

한류 팬들이 양은냄비를 찾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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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양은냄비로 뭘 먹는 게 너무 좋다"며, 친구에게도 하나 선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2. 삼겹살 불판 

 

BBQ 그릴에서 당당하게 10 위를 차지하고 있는 Korean BBQ Grill Pan 입니다. 제품 상세설명에 'Made 

in Korea'를 자랑스럽게 달고, "아마존의 선택(Amazon's Choice)"에도 선정되었네요! 

 

우리는 삼겹살 파티를 할 때 자주 쓰지만, 버섯이나 다양한 채소, 스테이크 등을 요리하는데에도 

좋다고 하네요! 한국의 삼겹살 팬에 높은 점수를 준 고객들은 음식이 자꾸 달라붙지 않는 것과, 

기름구멍이 따로 있어 뒷정리를 하기 좋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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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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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에 '슬로우 쿠커(전기식 찜솥)', '요거트 메이커', '스프 메이커' 등의 다양한 설명을 추가했네요. 

웰빙음식과 요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문화인 만큼, 기름에 굽고 튀기는 것보다, 밥솥에 쪄서 

요리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기도 하다는 사실이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4. 돌솥 

돌솥은 굉장히 무겁긴 하지만 돌솥에 밥을 지으면 뜸이 고르게 들고 타지 않으며, 보온의 역할까지 해 

밥이 식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빔밥류를 해 먹을 경우 바닥에 달라붙은 고슬고슬한 

밥알이 제일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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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직한 암석으로 만든 그릇이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할 법도 하지만, 돌솥은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음식과 레시피가 관심을 끌면서 이 돌솥도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류병관(45) 코리아트스토리 대표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돌솥을 판다. 돌솥 한 개 가격은 

58.95 달러(약 6 만 6000 원). 지난해 1 만 3000 개의 돌솥을 팔았다. 미국에 밥솥을 3 억 5000 만원 어치 

판 것이다. 원가를 제외한 이익은 7000 만원 정도다. 이것 말고도 영국·일본 아마존에 

해면·LED 거울·찜질팩·운동용품 등을 팔아 약 5 억 번다... (계속 읽기)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9/03/25/201903250067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