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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유통, 
B2C로 
새로운 
무역시대를 열자

한류 열풍이라는 호재를 배제하더라도 브릭스(BRICs)를 비롯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흥시장들에서 막대한 

규모의 수요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시

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수출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품과 가격 경쟁력, 고객대응 전략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선다면 세계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다른 관세 혜택과 상표권 인증 등 법률적 문제, 결제 시스템, 배송 환경 등 케이스별로 대응할만

한 제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다 외국어 능력자나 우수한 온라인 운영자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중소기

업들로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많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수출 초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가이드북입니다. 

1부에서는 세계 온라인 시장을 이끌어가는 미국, 중국, 일본과 떠오르는 온라인 신흥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 국가를 타깃으로 하여 현지 온라인쇼핑 시장의  현황과 인프라, 주요 채널 및 트렌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라별 유망 상품과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고 결제와 배송시스템, 법률적인 규제를 분석하여 특정 

국가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유리할 지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를 위해 5개국 

코트라 현지 무역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5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만족도와 주요 구매 경로, 국

가별로 한국 상품과 가장 경쟁이 될 만한 대체국가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현재 한국 브랜드가 가장 많

이 진출해있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채널에서 잘 나가는 한국 상품을 선정하여 경쟁 국가의 경쟁 브랜드와 함께 

소비자 리뷰를 비교해보았습니다.

3부에서는 온라인 판매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업

의 규모나 여건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B2C 해외직판으로 이미 현지에 안착했거나 성과를 내

고 있는 업체들의 진행 과정을 모아서 소개하였습니다. 1인 기업부터 소호 무역, 소상공인, 제조업체까지 가급적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외형적인 볼륨이나 수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업체들이 어떠한 경로

를 통해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지 시장에 안착했는지 생생한 과정을 진정성 있게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내서가 B2C 해외직판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출 모델을 열

어가는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인과 소

상공인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국제 결제시스

템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프라인을 통

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부

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

입동향을 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1,553만 건, 15억4,492만 달러를 기

록한 데 비해 해외 소비자가 국내 제

품을 구입한 역(逆)직구는 10만5,400

건 2,809만 달러에 불과해 이에 따른 

무역적자가 무려 15억 1,683만 달러

(약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통계대로라면 대한민국

은 온라인 시장에서 수출 약소국에 불

과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는 미약합니다. 330만 중소기업 가운

데 불과 9만개 업체 정도가 수출기업

에 해당합니다. 내수가 포화상태에 이

른 상황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못

한다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는 너무도 뚜렷합니다. 다행

히도 지금은 크로스보더 인터넷쇼핑

(Cross Border Internet Shopping)으로 

세계의 소비자가 통합되는 과정에 있

고, 무역의 구조에도 큰 변화의 바람

이 불고 있습니다. 기업 간 무역(B2B)

을 보완하는 새로운 수출 방식으로 

B2C가 떠오르면서 이제 B2B와 B2C, 

C2C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

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김  극  수



우리나라와 수출·입을 
가장 많이 하는 3대 무역 강국

미국, 중국, 일본!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미래의 전자상거래 국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5개 국가의 B2C 시장 현황과 
소비자 트렌드를 현지조사하고 
향후 전망을 집중분석했다.

Challenge 

B2C!



한 눈으로 보는 
미국 온라인 시장

ROAD 1 – 미국편

세계를 이끄는
온라인 쇼핑의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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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전 도서 의류·잡화

아마존 이베이

제3자지불수단
(페이팔)

89.2%

45%

1 2 65.7%

15%
억명3



E-커머스 시장 동향01
America

미국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9명이 온라인 쇼핑

'모바일 결제 불편하다' 아직은 데스크탑 선호

해외직구 선호 시장 영국, 중국 압도적

미국 온라인 소매시장 매출액 현황 및 전망

<기기별 온라인 소매 시장 이용 현황>

구분

데스크탑/랩탑

스마트폰

태블릿PC

방문자 비중(%)

55.7

29.9

14.4

매출 비중(%) 

75.1

11.2

13.7

<단위: 억불, %>
자료 출처: 포레스터 리서치

자료원: 이마케터(2014년도 기준)

미국의 연간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은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연평균 13.2%의 

성장을 보여 2014년 기준 약 2,97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통계

청 집계>.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는 이 

같은 성장속도를 유지한다면 2018년에는 미국 B2C와 C2C를 포함한 온라인 시

장 규모가 4,1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마케터(emarketer)>는 지난해 미국의 14세 이상 인터넷 사용 인구가 2억 

1,940만 명이며 이중 89.2%인 1억 9,660만 명이 온라인 시장을 이용하는 것으

로 추산했다. 

전체 소매 시장 중 온라인 시장의 매출은 2014년 기준 6.4%로 5년 전인 2009년 

4.0%에 비해 2.4%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성장 속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매시장 매출이 지난 5년간 연평균 5.1% 성장한 반면 온라인 시장은 그 3배인 

15.4% 성장을 기록해 미국 온라인 소매시장이 전체 소매시장의 성장세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태블릿PC,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는 추세이지만 미국의 온라

인 쇼퍼들은 데스크탑과 랩탑을 활용한 쇼핑을 여전히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네테이트(Monetate)>에 따르면 2014년 온라인 소매 시장 방문자의 55.7%가 데스크탑과 랩탑을, 

29.9%가 스마트폰, 14.4%가 태블릿PC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온라인 소매시장 매

출의 75.1%가 데스크탑과 랩탑을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활용한 매출은 각각 

11.2%, 13.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별 평균 주문 금액은 데스크탑과 랩탑이 $133.17로 가장 

높았고 태블릿PC($131.07), 스마트폰($120.19) 순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소매시장에서 모바일 기기 이용 비율이 낮은 주요 원인은 소비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결제에 불

편함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주미오(Jumio)>에 따르면 51%의 온라인 시장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고 했으며, 41%의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에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불편하다'  47%는 

'결제 진행이 너무 느려서 구매를 중도 포기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쇼핑의 성장세는 대세로 굳혀지고 있는 듯하다. <이마케터>는 2014년 기준 모

바일 커머스 시장 규모는 약 522억 달러이며 2016년까지 869억 달러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모바일 기기의 진화와 확산, 다양한 모바일 결제수단의 출현이 향후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기

였으나 2012년 태블릿PC가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6년에는 7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모바일 커머스를 이용하는 구매자의 경우 63%가 '접근 편의성'을 가장 큰 이유로 선정했으며 이외에   

'특별 할인 혜택 및 쿠폰'(52%), '편리한 가격비교 및 최적가격 찾기'(48%), '매장에 없는 제품 구매'(41%) 등

의 이유로 모바일 커머스를 활용한다고 밝혔다.<comScore 조사>

미국은 온라인 해외 무역(Cross-Border Trade)시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국이다. <페이팔(Paypal)>

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수는 약 3,410만 명, 총 소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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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약 406억 달러로 추정된다. <페이팔>은 "미국 전체 온라인 소비자중 30%가 해외 직구 이용 경험이 있

다"고 밝혔으며 전체의 2%는 오직 해외직구를 위한 용도로 온라인 시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

혔다.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영국(49%)이었으며, 이외에 중국(39%), 캐나

다(34%), 홍콩(20%), 호주(18%) 순으로 해외직구 시장을 선호했다. 온라인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1인당 평

균 지출액은 약 1,190달러인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미국의 온라인 해외 직구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

여 2018년에는 약 4,180만 명의 소비자가 802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영국(49%)이었으며, 다음으로 중국(39%), 캐나다(34%), 

홍콩(20%), 호주(18%) 순으로 해외직구 시장을 선호했다.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190달러인 것으로 추산된다. 

E-커머스 채널02
America

부동의 1위 오픈마켓 Amazon

전체 매출의 25%가 미디어 판매

FBA시스템으로 충성도 높은 프라임고객 재생산

1994년 도서 전문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시작하여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로 

성장한 미국의 대표적인 오픈마켓이다. 2007년 Tivo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디

지털 비디오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음원을 제공하기 위한 Amazon 

MP3 사이트도 개설하는 등 디지털 문화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 달 평균 Amazon을 방문하는 글로벌 소비자 수는 2015년도 4월 기준 약 9억 

4천만 명이며 미국 내 접속자 수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종합 매출 성장률을 기록해온 아마존은 2014년 매출 889억 달러

에 이어 2015년에는 매출 1,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책, 음

악, 영화 등 미디어 판매 매출이 2014년 기준 225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로 성장하면서 일반 잡화의 비

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마존의 판매 방식은 아마존에 직접 상품을 납품하는 벤더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로 나뉜다. 주로 온라인 상에서 <Sold and Shipped 

by Amazon>이라고 표기 된 것이 아마존 벤더가 공급한 상품들이다.

아마존 셀러는 월 40종까지 판매가 가능한 일반 셀러와 월 40종 이상의 판매가 

가능한 프로 셀러로 나뉜다. 일반 판매자는 미국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정보, 미

국 주소가 필요하며 프로 판매자의 경우 일반 판매자 조건에 더하여 Tex ID가 

추가로 필요하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경영가치로 내세우는 아마존은 판매업체의 물건을 자체 물

류창고에 위탁받은 뒤 배송부터 반품 및 환불 등의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

로 제공하는 FBA(Fullfillment By Amazon)시스템을 운영하여 5천만 명 이상의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을 충성도 높은 재구매 고객으로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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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히 누리고 있다. 

아마존의 품목 심사 기준은 다소 까다로운 편이다. 핸드폰이나 음식류, 알코올, 성인용품, 약품 등은 판매

금지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시계, 개인용 컴퓨터, 과학용품, 보석, 식품류 등

도 카테고리  별로 정해진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만 입점이 허용된다. 반면에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은 대개 

즉시 판매가 가능한 품목들이다.

<최근 3년간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USD)

<최근 3년간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USD)

구분

매출액

구분

매출액

2012

61,903

2012

14,072

2013

74,452

2013

16,407

2014

88,988

2014

17,902

자료원: Amazon annual report 2014

자료원: eBay annual report 2014

세계 최다국가 진출 채널 eBay

전자기기 전문 판매 채널 Newegg

1995년 개인 경매 사이트로 시작하여 현재 39개 국가에 3

억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200만 개 이상

의 품목이 등록되고, 거래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

래 사이트이다. 업포세일닷컴(up4sale.com), 메르카도리

브레(mercadoLibre), 페이팔(Paypal) 등을 차례로 인수하

며 세계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2001년 한국의 경

매 사이트 옥션과 2009년 한국의 오픈마켓 서비스인 G마

켓을 각각 인수한 글로벌 오픈마켓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7%의 고성장을 보여 왔으며 2014년에

도 매출이 전년대비 약 9% 증가했다. 북미 지역 매출이 47%에 달해 북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Newegg Inc는 2001년에 설립한 전자기기 전문 쇼

핑몰로 현재 2,5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

다. 2011년도 공개 기준 연 매출은 27억 달러 규모

로 추산된다. 설립 이후 온라인으로 직접 제품을 판

매하다가 2010년부터는 마켓 플레이스를 개설하여 

판매업체들을 모집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최근 배송기능을 강화한 Newegg Fulfillment 서비

스를 통해 신속한 배송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주요 품목은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등 전자 기기와 

부속부품, 전자제품 액세서리, 가전제품, 소프트웨

어 등 200만여 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Newegg몰

과 직접 제휴하여 판매하는 벤더의 경우 웹사이트 vendorportal.newegg.com을, Newegg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셀러의 경우 웹사이트 sellerportal.newegg.com을 이용한다.

First from Asia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별도의 마켓플레이스이다. 거래 당 

12%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그 외의 부가비용은 없다. 

eBay의 경우 Amazon에 비해 셀러 등록이 용이한 편이다. 비즈니스 등록과 개인 등록의 차이를 두지 않

기 때문에 누구나 판매자 계정을 만들면 eBay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신규 등록자의 경우 첫 3개월 간 

판매한도 금액이 $500으로 제한된다. 판매자의 위치에 따라 해당국가에 직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타국의 

eBay 물류 창고를 거쳐 배송이 되며 이 경우 결제 후 25일이 지나도 현지 창고에 제품이 미 입고될 경우 클

레임을 진행한다. 그 외의 경우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판매자에 따라 자유롭게 

배송 및 환불방법을 정해서 진행한다. 아마존과 비교할 때 일부 판매금지 품목을 제외하면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바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다. eBay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품목은 성인용품과 알코올, 담배, 

의약기구, 메일링 리스트, 군용품 등이다.

39개 국가 진출 회원 수만 3억 명

2,500만 회원, 아시아마켓 별도 운영

셀러 등록 쉬워 중소업자 진출 용이

미국

알고 가자! B2C · 17B2C해외직판 가이드북 ·16



Etsy는 2005년에 설립된 예술품 및 수공

예품 전문 쇼핑몰이다. 미국 독일 이탈리

아 등 각국의 셀러들이 그 나라의 특성과 

전통을 살린 예술품과 독특한 개성을 담

은 수공예품, 패브릭, 유아용품 등을 판매

하는 특화된 전문몰이다. 일부는 고객과의 

섬세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맞춤형 주문제

작을 하는 핸드메이드 제품도 있어서 일반 

오픈마켓을 찾는 소비자와는 성격이 다른 

충성 단골고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140만 명의 판매자가 등록되어 2,900만개 가량의 상품을 판매중이며, 1,980만 명의 적극 구매자

(active buyer)가 고정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2014년 한해 약 10억 9,000만 달러 규모의 판매가 플

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중 30.9%는 미국 본토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이다.

대부분의 판매제품이 수공예품 혹은 빈티지 제품이며 판매를 희망하는 판매자는 Etsy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을 통해 개인의 온라인샵을 오픈하여 판매 희망 제품을 등록 할 수 있다. 상품 등록 후 4개월까지는 상품 당 

$0.20의 등록비를 받으며 그 이후로는 판매가 대비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 비용도 3.5%로 매우 저렴한 편

이다. 별도의 이용비도 없다.

B2B 및 C2C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Alibaba.

com의 경우 영문 사이트가 오픈되었으나 소매 

쇼핑보다 전자 산업 및 기업 간 비즈니스 목적

의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온

라인 고객들에게 마켓 플레이스로의 인지도와 

이용 비율은 아직 낮은 상태이며 이미 알리바

바 브랜드에 익숙한 해외 거주 중국인들을 중

심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플랫폼으로 권장된다. 알리바바 측은 올해 Boutique 샵 11main.com을 

오픈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했다.

Alibaba.com은 국가별 공급업체 채널 분류 서비스를 제공해 등록된 한국 업체들을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해외직판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쇼핑몰 Alibaba

영국 최대 패션 전문 채널 ASOS

가구·생활가전 할인 채널 Overstock

예술품·수공예품 전문 판매 채널 Etsy

영국 최대의 온라인 의류 전문 쇼핑몰인 

ASOS의 역직구 전문 채널로 현재 6만여 패

션업체들이 입점해있다. 영국 이외에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호주, 러시

아에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특화된 품목

으로만 구성된 전문몰 중에서는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기준 전체 매출액 중에서 

56%를 미국에서 올렸을 만큼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채널이다. 

ASOS는 미국 오하이오에 리턴 프로세스센터를, 뉴욕에 마케팅 서비스 오피스 및 쇼룸을 두고 미국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밀접한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패션 아이

템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입점해 있으며 한국에서는 여성의류 전문업체인 LIP by LIP가 입점해 있다.

가구 및 생활가전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할인 쇼핑몰이다.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이 재고품을 온라

인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판매 형태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직접 판매 방식과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한 판매대행서비스가 있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90%의 매출이 판매대행서비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

다. 직접 판매 제품의 경우 더 이상 신규 벤더를 모집하지 않는다.

소매보다는 B2B 방문자 강세

미국 내 역직구 방문객 1위 채널

재고품 할인 채널로 인기

마니아층 두터워 30%가 미국 외 구매자

<ASOS 지역별 2013년 매출액 및 성장률>(단위: 천파운드, %)

구분

매출액

성장률

영국

284,920

32%

미국

79,134

56%

그 외

225,422

35%

유럽

179,920

54%

총계

484,476

44%

자료원: ASOS annual report 2014

Etsy는 예술품 및 수공예품 전문 쇼핑몰이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각국의 셀러들이 그 나라의 전통을 살린 예술품과 

독특한 개성을 담은 수공예품, 패브릭, 유아용을 판매한다. 

고객과의 섬세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충성 단골고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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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채널03
America

방문객 가장 높은 G마켓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한국 마켓 플레이스들은 미국 배송을 하고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앞선 미국 업체에게 밀리기 때문에 현지 외국인들 보다

는 주로 현지 한인 내지는 유학생들이 주로 이용한다. 인기 품목은 미국 유통 채

널과는 조금 다르게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상품들이 주로 판매된다.

G마켓 국내 사이트 가입을 위해선 국내 은행계좌나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는 본

인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해외 고객을 위한 영문 사이트의 경우 이메일

과 생일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화시켰으며, 미국 발

급 신용카드 중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별도의 카드 등록 절차 없이 미국 내 온라

인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원클릭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소비자의 접근

성을 높였다. 그러나 상품 가격 하단의 환전가를 제외하면 모든 가격 설정이 원

화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어 미국 현지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다는 지

적이 있다.

G마켓 글로벌의 미국 배송 인기 상품은 대부분 할인이 적용되어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는 의류 및 잡화이며 화장품 및 미용 관련 용품, 액세서리가 그 뒤를 잇

고 있다. G마켓 글로벌은 최근 4년간 전년대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

으나 대부분 중국 및 대만 판매에 치우쳐 있으며 미국 판매비율은 5% 가량으로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미국 고객의 평균 구매액은 103달러 수준으로 2014년도 

3분기 기준 미국 온라인 쇼핑 이용자 평균 구매액인 72 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

지만 G마켓 글로벌 중국 고객의 평균 구매액인 307달러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인

기 상품 50개 항목은 상시 업데이트 된다. 

미국

그 뒤를 잇는 11번가, 인터파크

한인들에게 친숙한 Kmall24

11번가 국제배송관 역시 G마켓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해외 거주 이용자의 가입절차와 결제시스템을 대폭 

간소화시켰으며 여러 판매자의 상품을 한 번에 구입할 시 국내 11번가 물류센터에서 한 번에 묶음 배송을 

하여 개별 배송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마켓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의류 

및 잡화와 미용 제품 등 한류문화의 영향을 받은 제품군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파크 글로벌의 배송·결제 및 판매 현황도  G마켓 글로벌, 11번가 국제배송관과 대동소이하나 업체 특

성상 도서를 비롯한 미디어 제품 및 공연 티켓 판매가 두드러진다는 것이 차이다.

지난 2014년 한국무역협회에서 해외직판 시장의 확대를 위해 개설한 Kmall24를 이용하는 고객은 현재 중

국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 미국 (12.4%)이다. 미국 시장에서 1차적 구매자는 미

주 한인과 동일 문화권을 공유하는 아시아계로 보이며 그들의 밀집 주거지역에서 영향을 받은 그 외 현지인

들로 영향력이 뻗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결정이 보다 빠르고 

한국 쇼핑몰 방문객 1위 G마켓 글로벌은 최근 4년간 전년대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 및 대만 판매에 치우쳐 있으며 

미국 판매비율은 5% 가량으로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회원 가입 및 결제 절차는 간소화 된 반면 모든 가격 설정이 

원화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어 미국 현지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글로벌 G마켓 미국 배송 10대 인기상품> <글로벌 11번가 미국 배송 인기상품>

자료원: Global Gmarket 자료원: english.11st.co.kr

알고 가자! B2C · 21B2C해외직판 가이드북 ·20



한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상

품에 영향을 받은 구매 행태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며 인기 품목군인 화장품, 유아용품군은 어느 정도 입

소문을 탄 브랜드를 선호했다. 

<Kmall24 해외직판 품목 순위>        (단위: 백만 USD)

<온라인 직구 마켓 방문자수 추이>

<주요 온라인 마켓 국가별 접속 비율>

순위

1

2

3

4

5

구분

Amazon

eBay

Alibaba

Etsy

Asos

G마켓

11번가

스타일난다

구분

Amazon

eBay

Alibaba

Etsy

Asos

G마켓

11번가

스타일난다

1위

미국 (71.02%)

미국 (63.52%)

미국 (9.60%)

미국 (61.75%)

영국 (27.71%)

한국 (54.72%)

한국 (64.09%)

미국 (28.49%)

2위

캐나다 (2.31%)

러시아 (3.07%)

인도 (7.45%)

영국 (6.49%)

미국 (18.72%)

홍콩 (12.27%)

미국 (11.55%)

한국 (27.95%)

3위

영국 (1.97%)

캐나다 (2.71%)

파키스탄 (4.40%)

캐나다 (5.11%)

 러시아 (7.48%)

중국 (5.71%)

중국 (4.10%)

캐나다 (6.41%)

4위

중국 (1.69%)

영국 (2.60%)

우크라이나 (4.37%)

호주 (2.89%)

호주 (4.05%)

미국 (5.65%)

일본 (3.25%)

대만 (6.07%)

5위

인도 (1.26%)

독일 (1.39%)

터키 (4.26%)

프랑스 (2.68%)

스페인 (3.36%)

대만 (4.60%)

말레이시아(1.81%)

중국 (5.79%)

품목

가정·사무용품

장신구·화장품

유아용품·음식

패션·의류

기타

글로벌 방문자 수
(2015.04 기준)

941,000,000

549,000,000

983,000,000

75,000,000

26,900,000

1,600,000

55,000

520,000

평균 방문 시간

7분 36초

9분 49초

3분 7초

8분 14초

10분

3분 50초

7분 5초

5분 53초

평균 열람 페이지 수

8.9

10.92

1.75

10.49

16.62

2.3

6.85

5.85

미국 내 
접속자수 순위

1위

3위

8위

7위

50위

N/A

N/A

N/A

매출액

약 203

약 38

약 33

약 32

약 23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 G마켓, 11번가는 국제 배송관, 스타일난다는 미국 도메인 기준
자료원: similarweb

참고1 : 2015년 2~4월 기준
참고2 : 해외 도메인을 제외한 미국 도메인 접속 기준
참고3 : G마켓, 11번가는 국제 배송관 기준
자료원: similarweb

패션의류 '스타일난다' 방문자 50만 돌파 

B2B 해외직판 채널 Kgoods

역직구 특화 쇼핑몰 OKDGG

'메이크글로비'(코리아센터닷컴 운영)나 '카페24'(심

플렉스인터넷 운영) 같은 해외 웹사이트 솔루션 업

체의 지원을 받은 패션 소호몰들이 미국 내에서도 단

골 마니아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스타일난다' '

바가지머리' '체리스푼' 등 다수의 패션소호몰들이 미

국 시장에 자사의 브랜드를 알리는데 성공하였으며 

몇 몇 상위 랭크 업체는 연매출 수백억 원을 달성하며 

'역직구 대박의 신화'로 주목받고 있다. 

역직구몰을 운영하는 패션의류업체 중에서 단연 선

두를 달리고 있는 '스타일난다'의 경우 솔루션업체를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국가의 언어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높은 접속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방문자 

수도 52만 명으로 한국 쇼핑몰 중 글로벌 G마켓(160만 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앤지커머스'에서 국내 도매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한 해외직판 채널이다. 지앤지

커머스는 국내 1위 온라인 도매 물품 중개사이트 '도매꾹(domeggook.com)'을 운영 중인 업체로 연간 거래

액은 지난해 기준 1,400억 원에 이른다. 해외직판 도매몰 Kgoods는 의류 잡화 등 패션제품부터 소비자 가

전까지 다양한 제품라인을 취급하는 종합몰 형태이다. 캘리포니아 LA에 미국 지사를 두고 한국 상품의 미

국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 보세구역인 닝보를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몰테일이라는 해외직구 배송업체로도 더 잘 알려진 (주)코리아센터닷컴에서 2011년에 오픈한 

역직구 특화 온라인 쇼핑몰이다. OKDGG은 2014년 5월 오픈마켓 플레이스로 새롭게 리뉴얼하여 국내 업

체들이 직접 입점하여 해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업체들은 메이크샵의 솔루션 서비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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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며  OKDGG은 한국 상품의 배송대행, 결제대행, 마케팅 대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OKDGG 플랫폼에는 바닐라코, 동원몰, LG 생활건강 등 약 1,300여개의 국내업체가 입점하여 100만여 개

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는 중화권 시장이 훨씬 크게 성장하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나 미국 시장은 

OKDGG의 해외 역직구 시장 개척의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깊으며 대규모 물류단지를 확보한 거점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직구 활성화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역직구 쇼핑몰 OKdgg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닷컴'

의류전문 온라인 쇼핑몰 '더블유'

현지 업체 인터뷰 1

현지 업체 인터뷰 2

미국

"초심 잃지 않고 미국 역직구 시장 활성화 시킬 것"

"이베이와 아마존 통해 미국 의류시장에 안착하다"

코리아센터닷컴은 지난 2000년 설립된 전자상거래 회사이다. 웹사이트 솔루션 '메이크샵'을 통해 

만들어진 쇼핑몰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큰 성공을 거둔 김기록 대표는 

2007년, 역직구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로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미 잘 뿌리 내린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영향력과 한국 상품들의 충분한 영향력을 결합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김 대표는 미국 내에 물류센터를 두고 한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일

괄 취합해서 배송할 수 있다면 배송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미국 내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

과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캘리포니아 LA에 물류센터를 지었다. 

2007년 국내 옥션을 통해 온라인 쇼핑사업에 첫 발을 내딛으며 더블유의 CEO 장종탁, 장종호 쌍

둥이 형제가 선택한 아이템은 남성의류였다. 앞서 부모님이 수확하신 한방토마토를 옥션에서 판매

하면서 온라인 판매에 자신감을 얻은 형제는 처음엔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를 떼어 판매를 했다. 국

내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의 생산 공장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고 그 결과 한동안 사업은 대박을 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미국 소비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대출까

지 들여가며 투자한 건물 값은 날이 갈수록 폭락했고 미국 제품의 가격이 날로 떨어지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위기를 재빨리 기회로 전환하였다. 애초 역직구 시장을 노리고 미국에 

진출하였지만 반대로 해외직구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해외직구 

서비스 '몰테일'이다. 

메이크샵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뉴저지주, 오레곤 등 네 군데에 물류창고를 겸비한 지

사를 두고 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위치한 물류센터는 나머지 3곳의 센터를 합친 것의 세배

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을 자랑한다. 1일 처리량은 20,000 여건으로 국내·외 직영센터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물류량은 평균 1,000여개 정도 규모로 미국에

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물량의 20%정도 밖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띌 무렵 국내 온라인 시장의 치열해진 경쟁이 발목을 잡았다. 수익이 

점점 떨어지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형제는 계절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해외 국가로 눈을 돌리

김 대표는 미국 진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미국의 소비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서면서 초창

기 구상하였던 역직구 사업에 다시 한 번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다년간의 메이크샵 운영 경험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해외 판매 노하우가 생겨났고 몰테일 운영 경험으로 미국 물류시장 및 소비

시장에 대한 이해가 더해졌다. 그는 2012년 국내 쇼핑몰들의 해외 운영 웹사이트를 개설 운영대행

을 해주는 서비스 '메이크글로비'를 론칭한데 이어 2013년에는 마켓플레이스를 열고 한국 전자상

거래 업체들을 입점시켜 해외에 판매대행 서비스를 시행해주는 OKDGG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

류의 열풍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중화권이 가장 큰 시장이 되었지만 미국 시장 거래

비율도 19%로 OKDGG의 거대한 주 거래 시장이 되었다.

OKDGG은 현재 1,300여개의 국내 업체가 입점하여 100만여 개의 상품을 해외소비자들에게 판매

하는 역직구몰로 성장했다. 2014년 단일 매출량으로 전년대비 3배 가량 상승한 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 내 사업 규모의 확장이 미국 역직구 시장 활성화에 큰 동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금융 위기로 역직구 진출 좌절

이베이 판매 시작하면서 급성장

OKdgg, 미국 역직구 노렸다

<자료 제공: 메이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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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가장 많은 국가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베이에서 첫 해외 판매를 시작했다. 전 세계 200

여 개 나라의 소비자에게 판매가 시작되었고 그 중 절반 가량은 미국 소비자였다. 2008년 시작

할 때 5천만 원 수준이던 매출이 2012년도에는 600%가 상승하여 매출 3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이베이에서의 판매는 승승장구했다. 

탄력을 받은 형제는 뒤이어 2011년에는 미국 최강의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밀

었다. 메이저 유통 채널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 무렵 하루 매

출 최고 1억 원을 달성한 날도 있었다. 아마존에서 배송부터 고객 응대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FBA(Fulfillment By Amazon)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하자 배송비는 크게 절감되고 판매 수익은 상

승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 형제는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 DOUBLJU_USA INC를 설

립했다. 

캘리포니아 본사 마케팅 팀의 한 관계자는 "초기 이베이의 판매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한국 상품

의 품질이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빠른 배송과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판매방식을 끊임

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려 했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유통 판매

채널을 아마존과 자사몰로 확장한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고, 당시의 높은 환율로 인해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적절한 시기 채널 다각화로 시너지 성장

<자료 제공: 아마존 셀러 Success Story, 이베이코리아 이달의 셀러>

E-커머스 트렌드04
America

미국 내 접속자 1위는 아마존

한국 마켓 타 사이트 경유 접속 높다

월간 Amazon을 방문한 글로벌 소비자의 수는 2015년 4월 기준 약 9억 4천만 

명이었으며 미국 내 접속자수는 순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eBay의 월간 글로벌 

방문자 수는 약 5억 5천만 명으로 Amazon과 큰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 방문시간

과 평균 열람 페이지 수는 Amazon 대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월간 글로벌 방

문자 수는 Alibaba가 9억 8천만 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미국 내 접속자 수 순위는 

8위에 머물러 해외 이용자 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mazon, eBay 등 시장 점유율이 높고 브랜드 입지가 견고한 업체들은 직접 도

메인 접속 비율이 높은 반면 Alibaba.com의 접속자는 60.95%가 화면에 나타난 

광고를 통해 웹사이트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화된 전문몰 Etsy에 경우 소

셜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G마켓, 11번가, 스타일난다와 

같은 한국 마켓 플레이스의 경우 타 사이트 경유 접속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이

는 미국 사이트의 등록된 도메인이 복잡해 해당 웹사이트들에 익숙하지 않은 이

용자들이 직접 접속하는데 불편함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주요 온라인 직구 마켓 접속 경로> (단위: %)

구분

Amazon

eBay

Alibaba

Etsy

Asos

G마켓

11번가

스타일난다

직접접속

35.65

41.47

10.09

30.86

36.99

37.53

26.59

23.92

타사이트 경유

29.56

28.15

19.58

24.88

28.42

37.12

43.82

32.11

검색엔진

25.87

22.79

7.26

24.85

25.10

21.81

25.10

35.99

소셜네트워크

4.43

3.83

1.55

12.80

5.12

1.11

2.43

3.77

이메일 및 기타

4.50

3.77

60.95

6.60

4.37

2.43

2.06

4.21

참고1 : 2015년 2~4월 기준
참고2 : G마켓, 11번가는 국제 배송관, 스타일난다는 미국 도메인 기준 <자료원: similar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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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온라인 시장 선호

향후 성장 기대 품목 '미디어'주목

'1주일에 한 번 온라인 쇼핑' 70% 

'빠른 배송' 보다는 '배송 추적' 정보 중요시

<페이팔(Paypal)>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더 나은 가격에 빠르게 구매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장 방문보다 시간을 절

약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던 것이 눈길을 끈다. 미국의 경우 

도심을 제외하면, 운전을 해야 쇼핑몰로 이동 할 수 있고 매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여러 매장을 방문하며 

비교 쇼핑 하는데 공간·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국토가 넓고 주마다 독립

적인 특성이 강하여 'Craiglist' 나 'Groupon' 같은 지역 밀착형 온라인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강했다.

또한 미국 소비자들은 '제품의 다양성을 비교하고, 매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입 할 수 있어서' 온

라인 쇼핑을 선호한다는 비중이 다른 글로벌 소비자들에 높게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인 <Waler Sands>의 2014년도 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60%가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가전(69%), 도서(67%), 의류 및 잡화(63%)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컴

퓨터 및 전자기기 매출이 664억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의류 및 잡화는 520억 달러, 자동차 부품 316억 달

러, 미디어 상품 272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미디어 상품으로 연평균 

14.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0세~40세의 소득 수준이 높은 인터넷 이용자일수록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였으며 남성

과 여성의 비율은 비슷하였다. 오히려 '모든 구매를 온라인 쇼핑하기 희망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여

성은 33%인 반면 남성은 40% 가량으로 높게 나타나서 오프라인 쇼핑을 기피하는 남성 소비자가 온라인의 

주 소비자층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70% 이상의 소비자가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평균 2,785달러를 

지출하며 온라인 쇼핑에 대해 8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스럽게 여기는 부분

은 '간편 결제와 다양한 브랜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을 각각 83%와 82%로 가장 높게 꼽았다.

미국 소비자들은 신속한 배송 옵션(32%)보다는 배송 예상 날짜와 배송 과정 추적 등 배송에 관련된 정보 제

공(60%)을 중요하게 여겼다.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은 특성임을 감안 '기본 배송 기간을 5~7일 정도 기다릴 

의향이 되어있다'고 답하여 익일 배송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에 비해 배송기간에 관대함을 보인다는 게 국내 

소비자들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선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은 '가격'이며, 온라인 판매업체를 

재방문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무료 배송' 또는 '배송비 할인여부'라고 답해 배송과 관련된 서비

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채널에 대한 정보 검색은 '구글'을 가장 많이 활용했

선호브랜드를 찾기 쉬움

더 나은 상품 정보 기재

크거나 무거운 상품 배달 용이

온라인 한정 판매 상품

상품의 다양성

상품및 가격 비교가 용이 함

매장 방문에 비해 쉬움

매장 방문에 비해 시간 절약

낮은 가격과 좋은 오퍼

시간제약 없이 쇼핑 가능

그 외

식료품

사무용품

취미, 장난감

건강, 미용용품

가구

미디어 상품

자동차 부품

의류, 잡화

컴퓨터, 전자기기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이유

<2013~2018 품목별 예상 연평균 성장률>

자료원: PwC

■ 미국소비자

■ 전세계 소비자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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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종 구매를 염두에 둔 상품 검색은 Amazon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꼭 입점하지 않더라도 경쟁 

상품의 데이터나 가격 정보를 수집할 때 Amazon 쇼핑몰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화려한 페이지 보다는 가격으로 유인해라"

미국 온라인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검색 시, 리스팅 된 제품 당 훑어보는 시간은 5

초 남짓이며, 관심이 있는 제품의 개별 페이지 또한 열람 시간이 20초 내외에 불과하다. 리스팅 페

이지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제품 개별 페이지로 넘어갈 확률은 20%~30% 정도이다.

제품 리스팅 페이지에 명시되는 간략한 제품 정보로는 소비자의 상품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처음 소비자의 눈을 끄는 것은 가격이다. 따라서 개별 제품 페이지의 설명에 많은 콘텐츠를 첨부하

고 제품 사양을 세밀히 기재하는 것 보다, 우선 리스팅 페이지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위해 경쟁

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료원: Joy system社>

실무 로드맵05
America

오프라인 시설 없으면 과세의무 없다

소셜 커머스에 대한 감세법안 통과

14개 주에 Amazon Tax 부과

현지에 사무실 및 오프라인 매장, 물류 시설(물리적 출현)을 보유하지 않고 온라

인 판매만 할 경우에 별도의 과세의무는 없다. 송장가격이 2,500달러 이하인 경

우 간이통관이 가능하며 과세 대상품목의 구체적 과세율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6자리 필요)를 

입력한 후  검색한다. 한미 FTA 특혜 관세율은 KR로 표기되어 있다.

워싱턴 DC 의회는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소셜 커머스 업체에 대해 감

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소셜 커머스 업체는 Groupon, Cafepress, 

Eventbrite, Living Social 등이 있다.

뉴욕 주는 2008년 금융 위기후 재정상태를 극복하고자 물리적 출현의 정의를 판

매업체의 제휴업체나 인력으로 확대, 만약 주 경계 내에서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릴 시 판매세를 과세하는 Amazon Tax를 도입했다. 현재 뉴욕 주 내에

서 Amazon Tax 부과가 적용되는 업체는 약 30 곳으로 추정된다. 현재 뉴욕 주

처럼  Amazon Tax를 도입한 주는 총 14개 주이며 Amazon은 Amazon Tax를 

도입한 주의 소비자에게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Amazon Tax 부과 지역- 캘

리포니아,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코네티

컷,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주리, 알칸사스,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미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
  http://hts.usitc.gov/hts_search.asp온라인 채널에 대한 정보 검색엔진은 '구글'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최종 구매를 염두에 둔 상품 검색은 Amazon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경쟁 상품의 데이터나 가격 정보를 수집할 때

Amazon 쇼핑몰을 기준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과세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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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창고에 선입고하는 '플필먼트' 방식 인기

온라인 시장 타깃 배송가격 인하 경쟁

신용카드 압도적, 다음으로 페이팔 선호

미국 물류시장 이용은 판매자가 현지의 배송시스템 만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물건을 배송하는 드

랍십(Dropship)과 미국 내 물류창고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최종 배송을 유통업체에 위탁하는 풀필먼트

(Fullfillment) 방식으로 나뉜다. 

최근 Amazon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라임 서비스 FBA는 대표적인 풀필먼트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상품의 

판매가 부진하거나 상품 특성상 보관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있지만 해외 배송을 한 번

에 통합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용부담이 큰 해외 배송 과정과 통관 및 관세 납부 과정에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수의 단골 고객을 보유한 글로벌 오픈마켓에서의 판매 형식이라면 개별 배송보다 저렴하면서 정

밀한 배송 추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가 권장된다. 미국 내 물류 창고 풀필먼트를 이용

하지 않는 한국 업체의 경우 제품 출고 이후 제품이 미국 배송회사에 접수되기 이전까지 한국 내 배송과정

에 대한 배송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내 대표적인 배송업체는 UPS, FEDEX, USPS 등이 있다. 그동안 소포 배송에서는 UPS, FEDEX가 

우세하고 USPS의 서비스는  편지 등 서류 배송에 조금 더 치중했으나 최근 USPS가 온라인 시장을 타겟으

로, 소포 배송 가격을 대폭 인하하며 USPS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다. USPS는 상업용 특송 서비스

의 가격을 서비스당 0.9%에서 2.3%까지 인하, 온라인 거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6~20 파운드 사이

의 소포의 경우 30~50%까지의 가격 인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종 배송 비용을 절감하고

자 하는 온라인 판매업자들 사이에서 USPS 사용에 대한 선호도 및 실제 사용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온라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와 페이팔(paypal)방식이다. 가장 

선호하는 신용카드는 비자(51.2%), 마스터카드(32.7%), 디스커버(9.7%), 아메리칸익스프레스(6.4%) 순

이며 페이팔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기점으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정보기입의 수고를 덜어주는 결제대행

(Payment gateway) 서비스들이 생겨나는 추세이다

물류

배송

결제

미국

신용/체크(Debit) 카드

Pay Pal

현금/체크

계좌이체

선불카드

다른 송금서비스 (e.g, Western Unioin)

선불상품권 (Voucher)

그 외

안전금고 (Secure Vault)

Click & Buy

<온라인 결제 주요 수단 비율> (단위: %)

자료원: Datamonitor

Logistic

Delivery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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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마케팅 포인트06
America

Amazon과 eBay 지속적 강세 예상

Etsy, Asos 특화된 채널 약진

가장 선호하는 채널 형태는 종합적인 브랜드 라인을 구비한 대형 온라인 마켓플

레이스 혹은 월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망 웹사이트이며 틈새시장을 노리는 

중소규모 온라인 소매업체에 대한 해외직구 선호도는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다.

그 이유는 배송, 결제를 비롯한 업체 자체에 대한 신뢰문제 때문으로 풀이되며 

따라서 중소규모 업체들이 상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신뢰도를 쌓아가

기 위해서는 먼저 Amazon과 eBay 등 대형 글로벌 오픈마켓을 플랫폼으로 이용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eBay는 세계에 39개 국가에 웹사이트

를 운영하는 다국가 채널이라는 장점 외에도 셀러 등록에 대한 제약은 적은 반면 

다양하게 셀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해외 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더욱 입

지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최근 Amazon Fresh를 론칭하며 식료

품 사업에도 직접 개입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Etsy나 Asos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업체들과 소비자 주문제작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문 채널들이 당분간 약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업체들은 아직 폭넓은 유

통망이 형성되진 않았으나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거나 여

타 종합몰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희소가치를 지닌 상품을 추구하는 고객층을 집

중 공략하는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라는 점이 강점이다. 

특히 Etsy의 경우 글로벌 방문자 수 7천5백만 명을 기록, 미국 내 온라인 쇼핑몰 

접속자 수 순위에서 7위(2015년 4월 기준)를 차지했다. Etsy는 고유의 커뮤니티

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판매자와 구매자 수를 늘리고 있을 뿐 아니라 쇼핑몰을 통

한 거래를 하나의 문화로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성공요인으로 분석된다. 

Asos의 경우 웹사이트, 도메인, 언어 등 쇼핑몰 이용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국 

소비자가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편의성을 느끼게 하여 본사가 소재한 

영국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형성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경공업 제품군 경쟁력 있다'

미국 시장에 맞는 경영마인드로 접근하라

Amazon에서 판매중인 셀러들에 따르면 비교적 낮은 생산가에서 경쟁력 있는 품질을 뽑아낼 수 있는 경공

업 제품군이 상대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무용품이나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일부 경공업 제품의 경우 경쟁상대인 중국 업체들보다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지만 물류 배송에서 발송하는 

비용으로 가격이 중국 제품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 부분이 경쟁력 약화의 요소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Joy System사의 Jimmy Lee 대표는 "우선은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제품이 시

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편적으로 미국 온라인 소비자들이 주로 온라인 시장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품목, 그 중에서도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는데 리스크가 적은 경공업 제품 시장을 노려야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 진출을 도모하는 한국 업체의 경우 근시적 경쟁 상대는 유사 품목의 제조업체들이지만 궁극적 

목표는 미국 온라인 시장 내 성공적 안착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배송과 환불 

정책에서 미국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내 대형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 입점할 경우 해당 업체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다. 아마

존과 이베이의 경우 반송문제와 소비자 취급 관련 주의사항을 어겨 판매자 계정이 삭제될 시 재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한국 업체와 시간 및 공

간적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오픈마켓은 한국과는 달리 고객 서비스를 최고의 경영방침으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평소 판매자의 

고객관리가 중요하다. 소비자와 항시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망 및 1대1 채팅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좋으며 

소비자의 문의 메일에 언제나 빠른 답변으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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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판 활성화 위한 B2C 지원 정책알고 갑시다!

Go! K-Biz!

해외직판 물류비 절감 위해
한-중 해상길, 페리선 띄웠다

우체국 EMS와 자료 공유
전자상거래 관세혜택 적극 지원

해외직판 거점 물류단지 5개소 증설
오픈마켓 수출신고 간소화

정부는 최근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인천-칭다오 간 페

리선을 띄워 해상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3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이

번에 도입한 페리 운송 방식은 중국 소비자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

문한 상품이 페리를 통해 칭다오 물류센터로 옮겨지고 중국 내 택배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항공 운송보다 하루 이틀 더 걸리지만, 

30~50%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간이통관시스템도 추진 중이다. 새로 운영할 간이통관 시스템은 중

국 청도본부 세관 산하 대항세관 페리접안 부두에 도착한 후, X-ray검사만으로 

소비자의 주문내역과 실제 제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100% 통관이 가능하

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써 이 과정을 통과하면 바로 중국내 택배회사를 통해 소

비자에게 전달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직구와 역직구 등 쌍방향으로 적용이 가

능하여 한·중 전자상거래 기업 모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직판 

활성화에 목마른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 진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디에이치엘(DHL), 페덱스(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해 수출된 품목은 전자상거래 수출실적으로 인정된 반

면, 우체국 EMS는 관련 시스템 미비로 인정받지 못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해외직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전자상거래(B2C)인 해외직판 수출의 경우 대부분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

었으나,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해선 실적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규모에 반영이 안 되어왔다. 이번 전산연계로 

우편물 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을 집계 할 수 있음에 따라 앞으로는 더 정확한 해외직판 수출액 파악이 이뤄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도 도울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잘 이

뤄지게 된다. 

판매자들은 EMS 해외배송 때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사업자 포털(EMS e-쉬핑, http://www.e-shipping.

go.kr)을 통해 품목분류(HS)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물품 

값이 200만원(FOB기준)을 넘거나 멸종위기 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품)은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사이트

 http://www.trass.or.kr : 무역통계 신청 → 자사 수출입 증명 → 온라인 실시간 발급 → 목록수출 실적 순으로 클릭

미주, 유럽을 포함한 7개 주요 거점의 공동물류센터 기능을 B2C 거래로 확장하고 콜롬비아 보고타에 센터를 추가

하는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연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내에서 해외로 송출되는 해외직판 물량의 

수출신고를 원스톱처리케 하는 첨단 물류단지 5개소를 증설한다. 이에 앞서 우선 낙후된 도심물류터미널을 물류·

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가칭 '도시첨단물류단지' )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다. 증설된 단지는 국

내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에서 접수된 수출 물량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문 상품의 보관 및 배송은 물론 수

출 통관 업무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물류거점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금년 9월부터 오픈마켓 업체들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간의 연계작업이 선행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오픈마켓 판매자가 각각의 주문 건을 관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거래내역 

정보가 수출신고시스템(관세청 UNI-PASS)에 자동 등록됨으로써 신고업무가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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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 연간 거래액 미국을 뛰어넘다

전자상거래 촉진 위해 광대역 통신망 구축

2014년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시장 유형별)

중소기업 B2B

대기업 B2B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온라인 여행

O2O

2014년 시장규모

(억 위안)

61,358.6

28,782.6

28,145.1

9,297.1

2,669.9

1,756.9

연평균 성장률(2014~18년)

(%)

17.4

10.0

26.9

48.4

25.8

26.7

2018년 시장규모

(억 위안)

116,627.3

42,140.1

73,000.0

45,039.7

6,156.7

4,100.5

비중

(%) 

50.0

23.4

22.9

7.6

2.3

1.4

자료: iResearch.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GDP 성장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

를 지속하면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4년 기준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

모는 12조 2,71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B2B 시장

의 비중이 73.4%에 달하며, 온라인 쇼핑 시장(B2C, C2C)도 22.9%의 비중을 차

지하며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2014년도 미국의 시장 규모(3,057억 달러)보

다 40% 더 큰 4,263억 달러 규모였으며 이는 한국(331억 달러)보다 13배나 큰 

규모 이다<(emarketer,2015> 

특히 주요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대부분 10%대의 성장률을 보인 것에 반해 중

국의 온라인 시장은 3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이

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2011년 이후 연평균 52.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여

기에 더하여 모바일 쇼핑 시장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 속도대로 간다면 2018년에는 시장 규모가 7

조 3,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5년도 1분기 중국 소비재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7조 1,000억 위안이며 이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비중은 6,3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의 

관세 인하와 통관 수속 절차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면서 해외구매대행(역직구) 업체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소비 증진,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일

환으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문에 대해 정책적으로 집중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중국 국무원은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 정보 서비스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해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2020년까지 인터넷 사용자 11억 명, 3G·LTE 사용자 12억 명을 목

표로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1차적으로 2015년까지 광대역 접속 이용자 2억 

1천명(2013년)에서 4억명(2020년)으로 증대, 3G·LTE 사용자 3억 3천명에서 12억명(2020년)으로 증대

시키고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18조 위안(2015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 제조업에서 신흥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을 융합시켜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1조 1,300억 위안을 투자해 

초고속 인터넷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확충할 움직임이다. 또한 2015년 말까지 인터넷 서비스 

관련 시범기업 100개 이상, 시범도시 30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2016년까지 중국 기업에 대해 모바일 통신

시장을 완전 개방하겠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 세계 TOP 10(2014년) 자료: eMarketer.

중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알고 가자! B2C · 41B2C해외직판 가이드북 ·40



B2C 쇼핑몰의 양대산맥 Tmall과 JD

모바일쇼핑 2016년도엔 온라인 시장 절반 넘는다

온라인 소비자 중 해외직구족 16.3%

2014년도 중국의 B2C 거래액은 1조 2,777억 위안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5.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놓고 볼 때 B2C(68.7%)가 C2C(35.2%)를 크

게 상회한 것이 눈에 띈다. C2C 시장이 성숙단계로 진입하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 판매자의 발전 공간은 

제한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B2C 시장에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진입하면서 시장 내 비즈니스가 지

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기존에 오프라인 판매에 주력하던 많은 대기업들과 전통 소매기

업들의 B2C 시장 진입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B2C 시장 내 기업별 점유율을 보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해주는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에는 알리바바 

산하의 텐마오(Tmall)가 62.4%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비즈니스 형태의 독립몰

로는 징둥(JD)이 49.9%를 차지하며 독립몰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B2C 시장에서 

텐마오(Tmall)와 징둥(JD) 두 기업은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며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Tmall의 경우 중국 내 법인 설립과 중국 상표권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고 그 외에도 브랜드에 대한 입

점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어서 국내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오픈마켓인 타

오바오(C2C)에 먼저 입점하여 준비 기간을 거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해외 역직

구를 양성화하는 일환으로 해외 기업들이 자국의 상표권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입점을 허용하는 홍콩 텐마

오(글로벌Tmall)를 개설해 외국 기업이 공식적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부분적이나마 규

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중국의 모바일 쇼핑 시장 거래 규모는 9,297.1억 위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239.3%나 성장했다. 

이는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률(49.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향후에도 온라인 쇼핑 시장에

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2018년 거래 규모는 4조 위안을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4년 모바일 쇼핑 시장은 타오바오와 텐마오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86.2%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이어 징둥(JD), 웨이핀후이가 4.2%, 2.1%

의 비중을 차지했다.

모바일 쇼핑 이용자 가운데 매주 1회 이상 물건을 구매한다는 응답자도 27.3%를 차지했으며 1회 평균 구

매액은 50위안~200위안 정도로 가격이 비싼 고급품보다는 비교적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일용품 위주로 

구매하는 패턴이 두드러졌다. 모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구입한 품목은 의류와 신발(81.7%)이었고 그 밖

에 여행상품, 티켓, 화장품이 뒤를 이었으며 모바일 콘텐츠 구매 비중도 32.5%를 차지했다.

중국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3.5%에 달한다. 이 가운데 83.7%가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만을 이용하고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의 비중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아직은 해외직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되며 따라

서 한국의 해외직구 사이트를 운용하는 업체들은 언어나 결제 시스템, 웹사이트 디자인 개선 등 편의성을 

개선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해외직구를 즐기는 '하이타오족'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51.4%로 여성(48.6%)보다 비중이 높

으며 26~35세의 젊은 층이 65.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에 능숙한 남성과 젊은 계층

이 해외직구를 보다 많이 시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 새로운 소비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일정한 소

득 수준을 유지하는 하이타이족은 대부분 고학력자들로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전체의 72.5%를 차지한다.

또한 '하이타오족'들은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와 경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의 2대 메가 시티에 거주하는 해외직구족의 비중이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그 외에 광둥, 장쑤 등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높았다.

중국

중국 B2C 시장에서의 기업별 시장 점유율(2014년)

모바일 쇼핑 시장 내 기업별 비중(2014년)

자료: iResearch.

자료: iResearch. (2015)

기업별 B2C 시장 점유율 기업별 B2C 독립쇼핑몰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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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채널02
China

종합몰 1위 오픈마켓 텐마오(Tmall)

독립몰 부문 1위 징둥(京东, JD.COM)

5만여 기업 참여 이용자만 

4억 명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

바바 그룹 산하에는 C2C 쇼핑

몰인 타오바오와 B2C 쇼핑몰

인 텐마오(Tmall)가 있다. 그 

중 중국을 대표하는 B2C 쇼핑

몰 텐마오(Tmall)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현재 4억 명이 넘어 전 세계 최대 이용자

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픈마켓 형태인 이 쇼핑몰에서 5만여 기업이 7만여 브랜드

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은 지난 2009년부터 솔로데이(광군제,11월 11일)에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4년 광군제 하루 매출액이 571.1억 위안에 달했다. 

이는 한화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며 G마켓의 1년 치 매출을 훨씬 상회하는 어

마어마한 금액이다. 

알리바바는 2014년 2월 톈마오 인터내셔널(글로벌 Tmall)을 정식 개설하고 중

국 내 소비자에게 해외 제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트코(미

국), 안나수이(미국), Bluenile(미국), Kenko(일본), Nissen(일본), Ansgo(호주) 

등이 입점해있으며 한국관에는 코오롱스포츠, 이랜드, 일양약품 등 다수의 업체

가 입점해있다.

최대 물류 시설 확보,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 강점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체 B2C 시장에서 18.6%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독립 쇼핑몰 가운데서는 49%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2014년도 미국(3,057억 달러)보다 40% 더 큰 4,263억 달러 규모이다.

주요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대부분 10%대의 성장률을 보인 것에 반해 

중국의 온라인 시장은 3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외직구 이용자의 지역별 비중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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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74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으

며 3,000만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글로

벌 구매(JD Worldwide)를 개설하고 중국 소비자

를 위한 해외 구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품질 보장, 빠른 배송, 차별화된 서비스로 신뢰도

가 높아지면서 징둥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인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전국

에 7개의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43개 도시에 3,539개의 배송 거점을 갖추고 있어 중국 온라인 쇼핑

업체 중에서 최대 규모의 물류 시설을 자랑한다. 300개의 자체 수취점을 운용하면서 익일 배송, 야간 배송, 

3시간 내 배송, 가전제품 배송 설치 등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전·컴퓨터 유통 독립몰 쑤닝이거우(苏宁易购, SUNING)

온라인 슈퍼마켓 독립몰 이하오덴 (1호점, yhd)

중국 B2C 7위, 아마존 차이나

패션 전문 독립몰 웨이핀후이(唯品会, VIP)

가전유통업체 쑤닝의 자회사
중국의 대표적인 가전 유통업체인 쑤닝의 자회

사. 2014년도 기준으로 중국 전체 B2C 시장에서 

3.2% 점유율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립 쇼

핑몰 가운데서는 8.5%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

고 있다. 가전 전문 쇼핑몰이라는 콘셉트를 유지

하며 3C(가전, 컴퓨터, 통신기기) 제품 위주로 판

매하면서 점차 식품, 도서, 의류, 잡화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중국 소비자를 위한 해외구

매 서비스도 제공한다.

식품 위주로 특화, 75%가 수입식품
월마트가 최대 주주인 독립몰 형태의 B2C 쇼핑몰

이다. 중국 최초로 온라인 슈퍼마켓을 표방하며 

설립된 이래 현재 9,000만 명에 달하는 회원 수

를 확보하고 있다. 음료, 주류, 신선식품, 수입식

품 등 식품위주로 특화된 쇼핑몰로서 75% 이상

을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40%가 

식품 판매에서 이루어진다.

최근 수입된 우유를 빠르게 판매하는 기록에 도전한 바 있는데 30개의 컨테이너(60만 상자) 분량의 우유를 

정확하게 52분 25초 만에 모두 판매하여 화제가 되었다.  판매를 시작한 지 1분 만에 2만 상자가 판매되고 

5분 안에 15만 상자가 소비자의 손에 넘어가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품목 수 2배, 매출 5배 성장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2014년 

중국의 B2C 시장에서 3.4%의 점유율로 7위를 차

지하고 있다. 아마존 차이나는 미국, 유럽, 아태 

지역 등 세계 12개국으로부터 주류, 식품, 신발, 

의류, 디지털기기 등의 품목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판매자의 상품을 세계 각국에 

판매한다. 전년대비 해외직구 품목 수는 2배, 매출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4년 8월 이후 

아마존 미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및 이탈리아에서 개통한 해외직접 우편서비스 매출은 3개월 만에 

8배나 증가했다. 

중국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통해 해외구매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아마존 웹사이트의 중국 소

비자를 위한 사이트에 접속해 중국어 설명과 위안화 가격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콰징퉁 플랫폼을 통해 제품 구매 후 바로 원산지에서 배송 받는 방식으로 이 

경우 대부분 자유무역구 내 물류창고에 제품이 보관되어 있어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 

전문몰 중 방문객 1위 채널
2014년도 기준 독립몰 형태의 B2C 시장에서 

7.7%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9,000만 

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류, 화

장품, 가방, 액세서리 등을 위주로 한 11,000여 개

의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정 시간 특정브랜드에 한정된 할인판매를 실시

하는 것이 웨이핀후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오전 

10시 혹은 오후 8시 등 특정 시간대에 의류와 패션잡화를 중심으로 90% 파격적인 할인판매를 한다. 명품 

브랜드, 큰 폭의 할인 판매, 한정 수량 특별 판매라는 독특한 영업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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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채널03
China

중국

텐마오(글로벌 Tmall) 한국관

징둥 한국관

패션 전문 직판몰 '더제이미닷컴'

패션잡화 생활용품 채널 '한국가'

한류마케팅으로 인기몰이 '판다코리아닷컴'

Tmall 내에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전용관이다. 중국 소비자는 한국관을 통해 

100종의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알리바바의 결제수단인 알리페이 시

스템이 도입되면서 중국인 고객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한국 제품을 살 때 기존 

결제수단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3월에 개설된 징둥닷컴 한국관에서 판매되는 주요 한국 제품은 휴대전

화, IT 및 디지털 상품, 의류, 액세서리 등이다. 2014년 한국 휴대전화 380만 

대, IT·디지털 상품 302만 대, 화장품 200만 개가 징둥 플랫폼을 통해 중국 소

비자들에게 판매되었다. 징둥은 향후 한국에 대형 창고를 설립하고 원스톱 물류

방식을 이용해 대량의 한국 상품을 중국에 들여올 계획이다. 

중화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한

국 정품을 '쉽고 싸게' 직접 살 수 있도

록 B2B와 B2C를 결합한 한국직판몰이

다. 중국에서 한류스타로 큰 인기를 끌

고 있는 김수현을 메인 모델로 발탁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임으로써 단 기간

에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였다. 

중국 개발자를 고용하여 중국 징둥상청 

시스템의 기술 이전을 받고 서버까지 중

국으로 이전하는 등 철저한 현지화를 진행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침투해가고 있다. 중국 시장에 보

다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난징, 상하이, 웨이하이, 청두, 선양 등에 오프라인 가맹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주력 상품인 화장품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직구족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패션의류 전

문 한국의 직판몰이다. 70여 개의 국내 여성 의

류 패션몰이 입점해 있으며 타오바오 소호몰들과 

B2B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도 더제이미닷컴을 통해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한국 쇼핑몰은 1위 난닝구, 2위 스타

일난다, 3위 니폰주야, 4위 체리코코 등이다.

2011년 설립된 한국 상품 전문 직판몰이다. 베

이징에 본사를 두고 중국 현지에 물류배송센터

와 물류기업을 설립하였고 중국 내 물류기업과

의 전략적 협업을 통하여 중국 전역 3~7일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의류, 가방, 액세서리, 화

장품, 생활용품, 유아용품을 판매하며 입점 기업

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점료 없이 판매액에 대해 

3%의 수수료만 받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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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e / 현지 진출업체에 듣는다 1

(주)에이컴메이트코리아 현지 담당자
Advise / 현지 진출업체에 듣는다 2

(주)판다코리아닷컴 현지 담당자

"의심 많은 중국인 신뢰도 쌓는 게 첫 번째 전략""오픈마켓에서 브랜드 인지도 쌓는 것부터 시작하라"

중국 소비자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 정품 여부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을 4단계로 검증하여 홀로그램 인증마크를 부착하

는 '한국 정품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법인만 신청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기업 

인증서 ICP비안(중국 법인만 신청 가능)을 발급받아 중국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쇼핑몰을 찾을 수 있도록 

신뢰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티몰, 징동 등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브랜드 별로 매장을 

세분화해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경우도 색조화장품, 기초화장품 등을 구분하여 마케팅을 

하면서 판매율이 어느 정도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면 운영 효율을 높인다.

패션, 화장품, 식품 등을 모두 판매하려면 G마켓, 롯데닷컴처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상품 풀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브랜드가 구비되어야 하지만 특정 한국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쇼핑몰을 찾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합 

쇼핑몰 내 불필요한 품목들의 나열은 기회비용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반대로 품목별 매장의 경우 기회비용

을 써서 들어온 소비자(순방문자)의 손실을 줄여 구매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다.

트래픽(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웨이보, 웨이신 등 

SNS마케팅을 병행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중국 내 고객의 접속 속도 확보를 위해 중국 내 서버를 직접 운영

하면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개선 및 설계 변경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 

통관 세금을 감면받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 시키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물류배송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은 중

국 진출의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지난 3월부터 한-중 FTA 협력도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해상물류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티몰 한국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 한 가지는 티몰이 별도의 몰이라고 생각하

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관은 별도의 몰이 아니라 티몰에 입점해 있는 기존 한국 브랜드들이 

한국관을 통해 노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관에 노출되려면 티몰 입점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전에 티몰 입

점을 위해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거나 이미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티몰 상점에 상품을 공급하면 된다.

현재 티몰 글로벌(Tmall.hk)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 아래 국가관 탭이 있고 그 안에 다른 국가관과 함께 한국관

이 링크되어 있다. 하지만 티몰 글로벌 자체의 트래픽이 낮아 대부분 타오바오 등의 검색을 통하여 매출이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티몰 글로벌 메인에 접근 경로가 있다고 해서 실제 매출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

하면 낭패를 겪기 쉽다. 

결론적으로 역직구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이다. 브랜드 인지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몰에 입점해도 쉽지 않은 것이 중국 온라인 

마켓의 현실이다. 특히 중국 온라인 쇼핑몰 MD들은 아무리 한국에서 인기가 있더라도 중국 내에서 인지도 없

는 브랜드 제품이라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케팅 역량이 있는 큰 기업들도 성급하게 독자 쇼핑

몰을 내기 보다는 티몰, 징동 같은 플랫폼을 미리 활용하는 준비단계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e-커머스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관심도 뜨겁게 

쏠리고 있다. 시장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때이다. 

각 정부 부처별로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들에게 정책

적 피드백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통일된 창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자본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찾고 적은 예산이라도 시도해보

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인에 친숙한 sns '웨이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고자 한다면 '웨이보'가 어

떻게 운영되는지, 대행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잘 관찰해야 한다. '웨이보'에서 내 팔로워

가 증가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상품을 판매한 후 다른 팔로워에게 소개시켜 달라는 멘트를 남기

거나 후기를 받아 피드백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조회 수는 많은데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대한 정확한 마케팅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마케팅 툴을 체험

해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막연한 상태에서 시도하여 실패하는 경우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의심 많은 중국인을 믿게 하라브랜드별로 세분화한 마케팅

현지화에 가장 근접한 시스템 실현

한국관에 대한 흔한 오해

효율적, 통일적 정책 창구가 필요

여러 가지 광고마케팅 툴을 체험해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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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요인 '품질'과 '중국 내 희소성'

영유아용품, 주얼리, 스마트 디지털 제품 유망

해외직구 미국 다음으로 한국 선호

중국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주요 원인은 상품의 품질과 가격 차이 때문인 것

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도 '중국 내 상품과 품질이 차이가 나서'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입한다는 소비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중국 내 해당 상품이 없어서' 

해외직구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중은 16%를 차지했다. 해외 관광에서 해

당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해당 상품을 구

매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9.9%에 달했다.

해외직구를 선택한 중국 '하이타오족'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화장품, 의

류, 의약품, 영유아용품 등이었다. 특히 '하이타오족' 가운데 53%가 '화장품을 구

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영유아용품은 중국 분유,기저귀 등 자국 상품의 품

질 및 안전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불신감이 높아 해외직구 주요 품목으로 

부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직구 10대 품목 중 의류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모두 안전 혹은 기술 수준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은 상품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

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10대 해외직구 품목을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는 한국 브랜드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품목은 의류와 

가방 등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랑콤, 에스티로더, 클리니크, 로레알 등 외국 브랜드를 선호하며 한국 제품

의 경우도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라네즈 등 일부 브랜드 제품을 선호했다. 주방용품의 경우 독일과 미국 제

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져서 품질을 따지는 '하이타오족'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있었다. 반면 매년 

1,600만 명에 달하는 신생아가 출생하면서 임산부 및 영아용 제품의 시장 규모가 2조 위안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과 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태어난 젊은 층 소비자들로부터 스마트 안경, 손목시

계, 팔찌, 반지, 목걸이 등의 주얼리 제품, 스마트 디지털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하이타오족'들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해외직구를 가장 많이 하며(35.8%) 한국이 해외직구 국가별 비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중은 1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일본이 12.4%로 근소한 차로 3위를 

차지했으며 독일(7.4%), 영국(4.8%) 순이었다.

42.3%에 달하는 '하이타오족'이 매월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해외직구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매월 5,000위안 이상의 소비를 하는 해외직구족도 14.7%나 달했다.

'하이타오족'들은 해외직구 시 중국 내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채널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웹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이용률은 65.1%와 61.0%에 달했다. 이 외에 소수의 하이타이족들은 해외 온라인 쇼

핑몰 사이트. 중국 내 해외직구 추천 사이트, SNS를 통한 구매대행을 통해 역직구를 즐기고 있었다. 

중국 소비자의 해외직구를 하는 주요 원인

중국 소비자의 해외직구 10대 품목

중국 소비자 해외직구의 국가별 비중 TOP 10

자료: iResearch.

자료: iResearch.

자료: i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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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가 이용하는 해외직구 사이트 유형 자료: iResearch.

중국의 10대 해외직구 품목을 분석한 결과 한국 브랜드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품목은 의류와 가방이었으며 

화장품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라네즈 등 일부 브랜드 제품을 선호했다. 

젊은 층 소비자 사이에는 시계, 팔찌, 반지, 목걸이 등 주얼리 제품과 

스마트 디지털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 5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거주하는 중국 소비자 600명(도시별로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 이용 

실태 및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50 대 50으로 하되, 온라인 쇼핑의 주 구매

층인 20대~40대 연령층을 집중적인 타깃으로 했다. 

응답자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텐마오(Tmall 86.5%) 타오바오(84.8%), 징둥상청

(JD 77.8%)순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의류, 신발, 패션액세서리로 전체 응답

자의 92.2%가 해당됐다. 이어서 화장품(69%), 전자제품(67.8%) 순이었으며 소수 의견으로 서적과 완구류도 

있었다.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4회 이상 쇼핑을 한다'고 말했으며 월 2~3회도 33.2%나 되어 전체의 86.4%

가 한 달에 최소 2~3회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1회 평균 구

매액은 500위안~999위안을 소비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54.8%이었으며 이어서 1,000위안~2,999위안을 지출

한다는 소비자도 28.7%에 달했다. 

응답자 70.2% '해외직구 경험 있다'

중국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 복수응답

중국

Focus
베이징 현지조사

중국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실태 및 한국 제품 호감도

조사 대상 600명 중 온라인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421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도시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성(66.1%)보다는 여성(74%)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의 해외직

구 유경험자 비율이 8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대(77.3%), 10대(75%)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해외직구 쇼핑몰로 글로벌 티몰(텐마오 인터내셔널)을 가장 많이 이용(331명)한다고 답했는데 이

는 해외직구 유경험자 가운데 7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뒤를 이어 야마쉰(亚马逊) 이용자수가 299명, 쑤닝

이고우(苏宁易购) 14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제품도 중국쇼핑몰에서 많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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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품을 구입할 때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채널은 중국의 해외직구 쇼핑몰(글로벌 쇼핑몰)로 응답자의 

40.2%가 여기에 해당했으며 다음으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33.7%였다. G마켓, 11번가 

등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역직구를 한다는 응답자도 13.8%로 적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한국 상품을 구매할 때 화장품(68.2%)을 가장 많이 구매했으며 이어서 의류·신발, 패션잡화

(58.8%), 전자제품(29.7%) 순이었다.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한국 제품에 대한 질문에는 화장품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84.7%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은 현재 하이타오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써 그만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며 향후 더 좋은 제품을 바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 소수 

의견으로 특산품을 희망한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61.7%) 다음으로 한류에 따

른 인지도 상승이 구매로 연결되었다(59.3%)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한국 제품에 대한 구매 후기를 보고나서 

구매를 결정지었다(56.5%)고 말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한류 콘텐츠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본 응답자 가운데 63.7%가 '믿을 만하다'고 신뢰도를 표시하여 비교적 높은 만족

도를 표했다. 한국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제품의 다양함(61.8%)을 들었으며 

이어서 다양한 할인 이벤트(54.4%)와 중국어 등 외국어 서비스 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졌다는 평가(52.6%)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이 개선해야할 항목으로 결제시스템 간소화(60%) 정품인증 개선

(57.7%) 배송 서비스(55.6%) 교환·환불·서비스 개선(49.9%)을 들었다. 응답자들은 지난해 '천송이코트' 때 

한국의 역직구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려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기억하여 한국의 결제시스템에 대해 불편하다는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온라인 구매 제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은 중국 소비자들은 이번 조사

에서도 정품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G마켓, 11번가 역직구 이용자 13.8%

결제시스템, 정품인증 개선이 관건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경로

해외직구 경험유무

가장 많이 구매하는 한국제품(복수응답)

한국 상품 구매이유. 복수응답

한국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복수 응답)

중국

응답자들은 해외직구 시 제품 신뢰도와 함께 정품보장 서비스(85.5%)를 가장 중요시 했으며 이어서 합리적 가격

(55.1%), 기타 반품 환불 교환 등의 서비스(53.9%)를 중시한다고 답했다. 해외직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구

매하는 품목은 화장품이 75.5%로 단연 높았고 뒤를 이어 의류, 신발, 잡화(72.7%), 가방(56.3%)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온라인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빈도는 월 1회가 50.3%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월 2~3회는 

38.5%로 나타나 조사 대상의 88.8%가 최소 월 2회 이상 해외직구를 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월 4회 이

상도 11.2%나 되었다. 

1회 평균 구매 금액은 1,000위안~2,999위안이 가장 많았고(50.8%) 3,000위안 이상을 소비한다는 소비자도 

24%나 차지하여 국내직구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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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로드맵05
China

중국

보세구역 관세·증치세 면제

국제전자상거래 사이트 무관세 

해외직배송 1,000위안 미만 무관세

중국은 불법적인 해외직구의 양성화를 위한 무관세 범위를 해외 직배송, 보세구

역, 집화 직배송 세 가지 모델로 운영한다. 그 중 해외직구에 최적화된 플랫폼으

로 전자상거래 기업이 해외에서 미리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 후 해운을 통해 준비

된 상품을 보세구역 지정 창고로 배송하고 세관통관 절차 진행 후 개인물품 형식

으로 배송하는 보세구역 모델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세구역 모델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에서 미리 상품

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해운을 통해 준비된 상품을 보세구의 지정된 해외직구 

창고로 배송하는 것이다. 상품 공급처의 물류 원가를 절감하고 물류의 배송 속도 

또한 7일 내 수취가 가능하여 국내 주문과 큰 차이가 없다. 분유, 보건품, 등 대

량 소비가 예상되는 상품이 적합하다. 해외직배송의 경우 주문으로부터 수취까

상하이(콰징통), 닝보(꽈징꼬우), 충칭(콰징바우) 등 3곳의 시범지역에 국제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이곳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행우세만 납부하면 구매와 수취가 가능하다. 일부 사이트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배송비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리 배송을 통해 행우세 미납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아

마존, 현대 Hmall 등이 몰인몰(Mall in Mall)형태로 입점해 있다.

중국의 경우 특송 화물에 대한 별도의 면세조항은 없으며, 특송 화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액이 50위안 이

하일 경우 일반 소액 면세제도를 적용한다. 한편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콘텐츠 등 무형의 인터넷 상품 거래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 약 15~30일이 소요되며 의류, 패션, 가방 등 소량 유행상품이 적합하다.

국제보세 물류센터를 이용할 경우 1,000위안(한화 기준 약 18만원)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증치세

를 면제하고 개인용 물품이나 우편물에 부과하는 행우세(行邮税)만 부과된다. 현재 공식적으로 지정된 국

제보세 물류센터는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등 7개 지역이다. 

해외직배송의 경우도 우편물 관리조치에 따라 샘플링 검사(x-레이)를 통해 물품 총액 1,000위안 이하의 

택배는 무관세 처리한다. 해외직구 적용대상은 중국 개인 고객의 개별주문으로 소매 판매에 적용되며 우편

물은 개인 택배로 간주한다. 1회 한도액은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개 소포 내 여러 제품의 포

함 시 총액도 1,000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5년 6월부터 수입품의 구매환경 개선과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화장품 등 인기 생활 

소비재 수입관세를 잠정 인하키로 했다. 대부분의 수입관세 인하 품목은 중국의 한국 해외직구 품목과 겹쳐 

해당 품목의 수출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의 가격 우위 특성이 희석화 될 가능성

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과세
Tax

中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선정내역

2012.8

2013.10

도시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누계

5개

7개

세율

10%

20%

30%

50%

행우세 적용 품목 구분

서적, 간행물, 교육용 영화, 영상 슬라이드, 원판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금·은 및 금은제품, 식품, 음료 등

섬유제품 및 완제품,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및 기타 전기제품, 
카메라, 자전거, 시계(부품 및 액세서리 포함)

골프공 및 골프채, 고급시계(과세가격 10,000위안 이상) 등

담배, 술, 화장품 등

개인우편물 수입세라고도 불리는 행우세는 중국 해관이 개인 수하물과 우편물에 부과하는 수입세 중의 하나이다. 

행우세 과세 대상은 '개인용' 물품이어야 하며 수량 또한 '합리적'이어야 한다. 수량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중

국 관련 법규상 규정돼 있지 않고 실무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중국인은 5,000위안 이하, 외국인은 2,000위

안 이하의 개인용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 부과되는 행우세가 50위안 이하일 경우에는 행우세를 면제하고 

있다. 행우세는 각 제품마다 기준이 되는 과세 단위 가격과 세율이 세분화 되어 10~50% 차등 부과되며 해외

직구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10%의 행우세가 매겨지고 있다.

| 행우세(行郵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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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세부 인하율>

   * 양복, 모피 의류 등: 14~23% → 7~10%

   * 하프 웰링턴, 운동화 등 신발류: 22~24% → 12%

   * 기저귀: 7.5% → 2%(인하율 70%)

   * 화장품: 5% → 2%

물류

특허

Logistic

Patent

배송
Delivery

택배업체들 새로운 사업모델 모색

제3자 지불방식을 선호

상표권 도용 피해 방지 강화

2014년도 중국 내 택배서비스의 지역별 이용량을 보면 대부분이 광저우, 상하이 등 인구가 밀집된 동부지

역에서 80%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중부와 서부지역은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택

배 수량 및 증가 속도를 보면 2010년 이후 최근 매년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건수로는 2010년 

약 23억 건에서 2014년 약 139억 건으로 두 기간 사이 무려 6배나 대폭 상승했다. 이는 타오바오 등 국내 

온라인 구매 증가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택배물류의 문제점으로 늦은 배송(35.4%)과 낙후된 배송 서비스(35%), 분실 및 누락

(17.3%)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어 여전히 물류시스템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직구를 통한 국제택배가 증가하면서 업체들은 향후 택배운송 시장선점을 위해  운송비 절감 및 신속 통

관, 배송기간 절감 등에 초점을 둔 사업모델을 만들고 있다. 현재 순펑(顺丰), 중통(中通), 웬퉁(圆通), 윈

다(韵达), 바이스왕뤄(百世网络), ZJS 익스프레스(苏宁急送), 쑤닌윈상(苏宁云商) 등이 국제 택배업 경영 

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타오족의 해외직구 배송방식을 보면 주로 국제택배 EMX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배

송방식은 우편소포(37.9%)였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구매대행에 의한 결과로 분석되

며 또한 국제택배(국제특송)도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배송방식으로 37.3%를 차지했다.

국제택배 혹은 우편소포(EMS)를 통해 보내지는 해외직구 상품은 일반적으로 2주내 도착하며 하이타이족

은 배송기간에 대해 2주까지는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현지의 온라인 쇼핑 결제수단으로는 알리페이와 같은 제3자 온라인 지불 플랫폼 및 모바일 지불방식

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 뒤를 이어 인터넷뱅킹까지 3대 결제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제3자 지불방식은 개인이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알리페이 혹은 페이팔 서비스 계정(계좌)에 등록하여 전

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물건 구매 시 결제할 때 사용하는 전자지갑 서비스이다. 온라인 구매 시 결제직후 

부터 물품 배송기간 동안 구매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물건 수령을 확인한 후에 판매자에게 구매 

대금을 전해주는 에스크로 플랫폼(Escrow Platform) 역할과 제휴 은행 계좌로 알리페이 금액을 충전한 후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현금(CASH) 역할을 한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94%가 이용하는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IT 기업인 알리바바 자회사로 등록 회원 

수 8억 명, 일평균 거래 회수가 1천120만 건, 연

간 거래금액은 450조원에 육박한다. 알리페이는 

처음에 타오바오닷컴 전용 결제시스템으로 시작

하였으나 Tmall과 알리바바닷컴, 쥐화싼(聚划算 

Juhuansuan), 알리익스프레스 등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차이나페이(ChinaPay), 텐페

이(Tenpay), 88bills등 알리페이의 뒤를 이은 후발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시 중

국의 소비자들은 중국공상은행(41%)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뒤를 이어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순으

로 이용자가 많았다.2015년 4월 중국에서는 특허법 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제공자)

의 특허 침해 감시 의무를 부과한 내용으로 현지에서는 초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알리바바, 타오바오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이나 이미지를 도용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지재권의 침해 문제 역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전자상

거래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특허권자 등이 특

허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전자상거래 서

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침해자(플랫폼 사용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요건에서 명시하는 '필요한 조치'란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이트의 삭제, 폐쇄, 링크 해제 등을 의미한다. 

이로써 온라인 쇼핑몰에서 빈번했던 짝퉁이나 상표권 도용 관행에 다소 쐐기를 박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제
Payment

중국

제3자 지불 플랫폼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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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마케팅 포인트06
China

중국

고학력 젊은 층을 공략하라

2선, 3선 지방도시를 주목하라

고품질을 찾는 '하이타오족'이 늘고 있다

모바일 쇼핑몰을 선점하라

남성 구매자의 소비패턴을 읽어라

중국의 온라인 쇼핑 이용자, 그 중에서도 '하이타오족'은 젊은층과 고학력층에 집

중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35세 이하 이용자가 전체 쇼핑 이용자의 80% 정도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25세 이하는 35%를 차지했다. 또한 학사학

위 이상 이용자들이 전체의 90%나 차지했다. '하이타오족'의 주류를 이루기도 하

는 이 구매계층의 소비 트렌드와 니즈를 주목해야 한다.

광범위한 중국 대륙이 전부 소비의 타깃이 될 수는 없다. 2선, 3선 지방 도시들

로 온라인 쇼핑 침투가 증가 하는 것을 주목하고 이들의 소비 패턴을 읽어야 한

다. 과거 온라인 쇼핑의 주 무대였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를 제외한 2선, 3선 

도시들의 온라인 쇼핑 이용률이 약 65%에 이르렀다. 그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는 난징, 쑤저우, 지난, 허페이, 쿤밍 등 5개 도시로 나타났으며, 2013년 남

부와 북부 도시의 이용률이 1대 4를 기록한 반면 2014년에는 4대 1로 역전됐다.

'하이타오족'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우수한 품질,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해야한

다. '하이타오족'이 쇼핑 중 가장 우선시하는 점이 '품질'이라는 것과 그들의 구매 

물품이 점점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하이타오족'들은 온라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고품질 상품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 와

인에서부터 시작해 애완동물용품 및 스포츠 아웃도어 등이 '하이타오족'의 구매 

목록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자녀'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중국은 1자녀에 대해 아낌없는 소비를 

진행하는 반면 중국 내 상품에 대해 품질이나 안정성 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해외직판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 안전성과 품질을 강조하여 중국 소비자의 마

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중국의 모바일 가입자 수는 2008년 1.17억 명에서 2014년 5.57억 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모바일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9.5%에서 2014년 85.8%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 시장을 방문하는 피크 시간대에 변화가 있었다. 2013년 온라인 쇼핑 이용객

이 러시를 이루는 시간대는 저녁 8시와 11시에 집중돼 있었다. 올해에는 야간 시간대는 동일하지만 새롭게 

주간 시간대인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쇼핑이용객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여가 

시간이 늘어가면서 쇼핑시간도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함께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빠른 속도로 모바일 쇼핑이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 쇼핑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 남성 소비자의 파워가 예사롭지 않다. 특히 PC를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모바일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에

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온라인 소비자를 공략할 때는 남성 소비자의 수요, 

소비 트렌드, 구매력 등을 염두해 두고 마케팅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성별 비중 자료: iResearch(2015).

PC 이용 모바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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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티몰, 글로벌 티몰
어느 쇼핑몰에 입점할까

알리바바그룹의 세 가지 쇼핑몰 비교하기

진입장벽 높은 내륙인 전용 채널

대륙 티몰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외국의 기업들의 진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경향이 있자 중국 정부에서는 

입점 조건을 완화한 글로벌티몰(B2C)을 2014년 2월 론칭했다. 

중국 법인, 중국 상표권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티몰과는 달리 한국 법인과 한국 상표권 취득만으로도 입점

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점비용이 2만5,000달러(약 2,660만원), 여기에 추가로 내야 할 기술료 5,000~1만달

러(약532만~1,064만원)까지 합하면 초기 비용이 3,000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영세 기업엔 다소 부담스

러운 가격이다. 또 중국 내에 애프터서비스센터와 반품된 제품을 보관할 창고를 둬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입점 심사가 까다로운 반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높고 글로벌티몰에 입점한 제품이 기존 티몰에서

도 검색된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에서 개설한 외환통장으로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티몰글로벌에 입점한 

국내 업체로는 지마켓, 인터파크, 롯데면세점, YG, 잇츠스킨, SBS, 한국가, LG생활건강, 홀리카홀리카 등이 

있으며 이 브랜드들은 한국관브랜드를 통해 중국의 역직구족에게 노출된다.

중국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다. 중국 온라인 쇼핑 진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그룹의 세 가지 쇼핑몰 타오바오, 티몰, 글로벌 티몰! 각각의 세부적 특징을 

비교한 뒤 맞춤형 전략을 세워보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속칭 '대륙 티몰'이라고 불리우는 티몰은 중국 법인만 입점 가능하다. 세 가지 오픈마

켓 중 진입장벽이 가장 높다. 입점 비용은 5만~15만 위안(약 866만원~2,600만원) 정도. 기술료는 8만 위

안(약 1,388만원) 상당이다. 최근엔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중국법인 설림과 상표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어

야 하고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기업만 입점할 수 있다. 한 번 들어가기 까다

로운 만큼 '정품만 취급한다'는 인식이 많아 소비자 신뢰는 높은 편이다. 또 판매 현황이 제품 출시 시점부터 

누적돼 장수상품에 유리하다. '많이 팔린 순'으로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반면 타오바오는 한달 

단위로 판매량이 갱신된다. 과거에 잘 팔린 제품이라도 최근 판매가 부진하면 뒤쪽으로 밀리기 쉽다.

알고 갑시다!

Go! K-Biz!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C2C채널

타오바오

티몰 

글로벌 티몰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오픈마켓 타오바오는 소비자간(C2C) 서비스이다. 한국의 옥션이나 

지마켓과 유사하다. 가장 큰 장점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이다. 입점 비용이 없고 상표권 등록도 필요 없다. 

개인 신분으로도 자유롭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판매 수수료도 없다. 파는 만큼 고스란히 매출

로 이어진다.

하지만 낮은 진입장벽은 단점이 되기도 한다. 상표권 도용과 짝퉁 문제가 골치다. 시장 반응이 좋은 제품의 

경우 상표권만을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상표권 사냥꾼'의 타깃이 되기 쉽다. 그래서 타오바오의 규정에는 

없지만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중국 상표권을 미리 취득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상표권 등록 과정은 

빠르면 8개월, 길면 1년 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막으려면 사전 준비가 필수이다.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상표권 등록을 할 경우 약 40만 원 정도, 국내에서 변리사 등 전문가를 통할 경우 100

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한국법인, 한국상표권 입점 가능

가입 조건

입점 비용

기술료

판매수수료

상표권

특징

타오바오

한국 개인. 법인 가능

없음

없음

없음

필요 없음

판매현황 월단위 갱신

글로벌티몰

한국 법인 가능

약 15만 위안
(2,600만원 내외)

약 8만 위안
(약1,400만원)

5%

한국 상표권 필수

외환은행으로 결제
중국 내 AS센터 필수

티몰

중국 법인만 가능

5만~15만위안
(약 850만~2,600만원)

약 3만~6만 위안. 
600만~1,100만

5%

중국 상표권 필수

판매현황 누적



한 눈으로 보는 
일본 온라인 시장

ROAD 3 – 일본편

아시아의
메이저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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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

| 소매 거래 중 온라인 쇼핑 이용 비율

| 선호하는 결제시스템

|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엔진

| 온라인 최다구매 품목

식품 음료 주류

라쿠텐 아마존 재팬

32%

63.7%

1 2 56.5%

43.8%
억 천명12 COD

(대금교환)신용카드



E-커머스 시장 동향01
Japan

일본

2020년이면 20조엔 규모 성장 기대

'쿨재팬' 전략 전자상거래로 경기침체 타개

웹사이트 개설 등 전자상거래 무역 환경 정비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2013년 일본의 B2C 시장 규모는 11조1,600억 엔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했다. 

또 전자상거래 침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전자상거래화율(EC화율)도 3.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경제산업성, 2013). 이를 바탕으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이 되면 20조 엔 규모, EC화율도 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東洋経済 2014).

B2C 전자상거래 업종별 동향을 보면, 2013년에는 거의 모든 업종이 전년보다 

시장규모가 확대되었다.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정보통신으로 2조6,970

억 엔(24.2%), 종합소매업 2조2,000억 엔(19.7%), 숙박여행·음식업 1조8,260

억 엔(14.4%)이다. 특히 의류 및 액세서리 소매업(125.8%), 숙박여행·음식업

(122.1%) 및 의료화장품 소매업(120.4%)은 각각 전년대비 20% 이상의 높은 성

장률을 보였다. 

일본의 유통 시장은 1990년대 후반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침체상태가 지속되다 

2014년에는 전년대비 0.9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기준 일본 유통

시장 규모는 약 135조 엔으로 오프라인이 129조4천억 엔, 온라인이 약 5조8천억 엔이다. 오프라인 시장은 

2011년∼13년 사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온라인은 오프라인 시장의 4%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8%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채널별 비중은 인터넷몰(79%), 카탈로그 통판(12%), TV 홈쇼핑(9%) 순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온·오

프라인 연계 서비스(020)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온라인 시장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저출산, 내수 소비 둔화 등 국내 경기침체 타개책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진출 전략을 공

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중문화와 생활문화를 판매 대상으로 하는 '쿨재팬' 전략을 통해 의

류, 식품, 영상 콘텐츠 등의 수출에 전자상거래 무역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확장 추세와 더불어 새로이 대두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사업

자 및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 무역에 임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무역에 관한 법적 과제 및 기타 

과제들을 정비했다. 

'전자상거래 및 정보재거래 등에 관한 준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들

을 종합한 것으로 전자상거래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준거자료가 된다. 

전자상거래 무역을 지원하는 포털사이트도 개설했다. 경제산업성은 2012년 2월 3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이

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포털사이트(http://

www.cbec.co.jp)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해외 쇼핑몰 개설방법, 효과적인 판촉전략, 해외 배송

방법, 일본 및 각국의 관련 법제도, 분쟁 시 문제해결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 분쟁 상담창구 역할을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ICA-Net(International Consumer Advisory 

Network)를 만들어 전자상거래 무역에 관한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또 일본 소비자청은 해외 쇼핑에서 문

제 발생 시 상담 창구 역할을 하는 전자상거래 무역 소비자센터(Cross-Border Consumer Center Japan, 

CCJ)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일본 유통시장 구조 및 규모

EC시장

EC화율

OFF-LINE

·규모 : 129.4조엔

·성장률 : 0.98%

·시장 지배 구조
   - 백화점 - 슈퍼마켓

   - 편의점 - 드러그 스토어

   - 홈센터 - 가전 양판점

ON-LINE

·규모 : 5.8조엔

·성장률 : 8.3%

·시장 지배 구조
   - 인터넷 쇼핑몰

   - TV 홈쇼핑

   - 카탈로그 통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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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 5위의 일본의 전자상거래 무역준비지수 스마트폰 이용한 B2C 시장 꾸준한 증가세

2014년 온라인 쇼핑업계가 주목한 '옴니채널'

B2B 시장 269조엔·C2C는 1조엔 규모

해외 직구 1위국은 1,736억 엔 규모의 미국

영국 EMI(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2014년 7월에 발간한 `'G20 전자상거래 무역준비지수' 보고서

에서 일본은 투자환경 6위(49.2%), 인터넷 환경 5위(69.8%), 국제무역환경 3위(66.2%), 규제 및 법제도환

경 6위(68.5%), 결제환경 5위(52.5%)로 종합 5위(62점)를 차지했다. 전체 순위는 한국(66.4점, 3위)보다 

낮았지만, 규제 및 법제도 환경(6위)과 투자환경(6위)은 한국(각각 8위, 12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3년 말 62.6%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전체 65.2%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 경험이 있고, 특히 10대는 80.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博報堂 2013년). `'주 1

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24.2%, 그중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사람도 19.6%에 달하였다. 구입 품목은 `의

류, 구두, 가방 등의 패션잡화, `서적 잡지, `음악 영상 소프트가 주로 많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장규모(B2C)는 2013년 기준 1조 3,469억 엔이었다. 전년대비 159.4% 

증가한 수치다. 2014년은 `'스마트폰 온라인 쇼핑'이라는 소비행동이 정착하는 전환의 해였다. 특히 일본 최

대 종합쇼핑몰 라쿠텐의 3/4분기 결산에서 `라쿠텐시장 유통 총액의 43%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

바일 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일본의 온라인 쇼핑업계에서는 `옴니채널이 새로운 주목을 받았다. 옴니채널은 실점포 온라인숍, 

스마트폰 등 복수 채널에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만들면서 회원 ID 정보가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옴니채널 

전략으로 성공 혹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세븐일레븐 재팬과 도큐핸즈 같은 점포형 소매업이 

많았다. 점포가 따로 없는 온라인 쇼핑 전문기업에게는 장벽이 높은 전략이다. 인터넷 쇼핑몰의 실점포 입

점은 점포 임대료, 디스플레이 비용, 인건비 등 다양한 경비가 들고 게다가 새로운 노하우도 필요해 인터넷 

쇼핑 기업이 입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13년 일본 B2B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를 보면, 협의의 B2B 전자상거래는 186조 엔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광의의 B2B 전자상거래는 269조 엔으로 2.8% 증가했다. 또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C2C 

시장은 약 1조 엔 규모로서 2014년 10월 기준 이용자수는 약 2천만 명이다(출처: 日経MJ 2014. 10. 31). 

C2C 시장에서는 `야후오쿠!'로 대표되는 옥션이 독주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주자들이 가세하고 있

다. `메루카리, `쇼피즈 등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후리마'도 그중 하나다.

2013년 현재 일본 소비자가 중국과 미국 양국으로부터 해외 직구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1,915억 엔이다. 

그중 미국 경유는 1,736억 엔, 중국 경유는 179억 엔으로 중국에 비해 미국 직구 규모가 10배 정도 많았

다. 일본, 미국, 중국 3개국 간의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총 1조 7,184억 엔이었다(경제산업성 

2013). 또 2013년 일본, 미국 및 중국 등 3개국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무역 이용률(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을 보면 일본이 10.2%, 중국이 35.4%, 미국 24.1%로 나타나 중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았다. 그러

나 경제산업성은 2020년이 되면 일본은 약 4.1배, 미국 약 2배, 중국 약 2.3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하

고, 일본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이용률

스마트폰 경유 인터넷쇼핑 이용 빈도

2013년 현재 일본 소비자가 중국과 미국 양국으로부터 

해외 직구한 전자상거래 규모는 1,915억 엔이다. 

그중 미국 경유는 1,736억 엔, 중국 경유는 179억 엔으로 

중국에 비해 미국 직구 규모가 10배 정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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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채널02
Japan

82.8%가 신뢰도 높은 대형 쇼핑몰 선호

일본의 전자상거래는 라쿠텐, 아마존, 스타트투데이 같은 대형 몰들이 시장을 견

인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이듬해 4월에 있을 소비세 인상으로 사재기 구매가 일

어나 인터넷 쇼핑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일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라쿠텐, 아마존, 야후재팬 같은 대형 

종합쇼핑몰(82.8%)이었다(아사히연구소, 2013).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라쿠텐, 

아마존재팬, 야후재팬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대형 몰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

는 정보 유출 위험이 적고, 신뢰할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49%는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정해져 있었다. 좋

아하고 항상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는 충성도 높은 소비자도 33%였다. 약 82%의 

소비자가 정해진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C의 미카타WEB, 

2014)

일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쇼핑 사이트
출처: 아사히 아오야마 해피 연구소(2013) 

1

2

3

4

5

온라인 쇼핑몰

대형 쇼핑몰 사이트 (라쿠텐, 아마존, 야후재팬 등)

메이커, 전문점의 쇼핑 사이트

대기업 통신판매회사 사이트 (닛센, 디노스, 센슈카이 등)

슈퍼, 편의점 쇼핑 사이트 (이온, 요카도 등)

백화점 쇼핑 사이트  (다카시마야, 미츠코시 등)

비 율

82.8%

29.2%

23.5%

10.1%

7.2%

일본 최대 종합몰, 라쿠텐

야후재팬, 무료 입점 등 최대 점포수 자랑

아마존재팬, 빠른 배송·최근 FBA 방식 성장

'라쿠텐시장'에서 몰형 중심의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라쿠텐 플랫폼에는 독립형 소매

점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인터넷슈퍼 같은 자

사의 전자상거래 채널을 가진 많은 온라인 판매

자들도 입점해 있다. 슈퍼 세일 때는 TV CM이

나 전동차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를 동원한다. 

또 야구단 라쿠텐 이글스로 인해 남녀노소에게 

지명도가 높다. 한국의 독립 쇼핑몰 200개도 

입점해 있다.

2013년 10월, 주 수익이었던 입점료와 판매수

수료를 무료화했다. 2014년 6월 등록자 수를 기

준으로 13만4,000점포에 달해 4,200점포의 라

쿠텐을 따돌리며 일본 최대 쇼핑몰로 성장했다. 

입점자수 증가와 더불어 상품수도 순조롭게 증

가, 2014년 6월 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60% 증

가한 1억 상품수를 돌파했다. 한국 기업은 약 

150개사가 입점해 있다. 

- 입점이 쉬운 만큼 경쟁도 치열

야후쇼핑몰에는 입점상품은 많고, 판매경쟁은 더욱 심화하여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다. 라쿠텐, 아마존과의 

베스트 상품들을 비교하면 야후쇼핑의 최저가율이 가장 높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일본 법인이

다. 아마존의 특징은 페이지와 쇼핑 절차의 간

편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른 배송이다. 입점

한 한국 기업은 약 50개사이다. 입점 진입 장벽

을 낮춘 야후쇼핑과 달리, 아마존은 물류에 따르

는 부수적인 작업을 대행해줌으로써 이미 진입

한 점포들이 상품 전략에만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라쿠텐시장 홈페이지 메인화면

야후쇼핑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마존재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일본

일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라쿠텐, 아마존재팬, 야후재팬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대형 몰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는 정보 유출 위험이 적고, 

신뢰할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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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원이 83%, 큐텐일본

큐텐(Qoo10)은 G마켓 설립자 구영배와 이베이의 조인트 벤처인 지오시스 그룹(Giosis Group)이 아시아 

지역에서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현재 일본 및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등 총 6개 지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큐텐일본에서는 5,000여 명의 셀러가 활동 

중인데, 월 매출 1억 엔을 거뜬히 넘는 판매자도 나오고 있다. 큐텐일본뿐만 아니라 각국의 Qoo10을 통해

서 중국(1,850만 명, 여성의류 중심 몰 M18.com 포함), 싱가포르(175만 명), 인도네시아(115만 명), 말레

이시아(180만 명) 등지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초기비용, 월비용 등 운영비는 무료이며,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오픈마켓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수수료는 플랜에 따라 7~12% 정도이다. 

특히 모바일 거래비율이 약 80%를 차지하며, 젊은 여성회원 비율이 83%로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거래

되는 상품도 패션이 34%, 뷰티 화장품 25%로 여성 이용자의 관심영역이 많다. 다른 쇼핑몰과 달리 스탬프 

제도를 운영, 게임이나 리뷰를 쓰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아마존재팬은 사입 후 직판 방식에서 최근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입점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MP)를 강화

하고 있다. 동일 상품을 직판 이외 복수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마존재팬의 특징이다. 판매자는 

2014년 기준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 16만1,000명에 달한다.

FBA(Fulfillment by Amazon) 방식은 판매자로부터 아마존이 상품을 맡아 수주처리, 피킹, 포장, 출하, 배

송, 반품에 관한 고객 서비스까지 유료(MP 출품에 대한 월 등록요금,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배송대행수수

료＋재고보관수수료가 필요)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FBA멀티채널 서비스도 추가되어 판매자의 

자사 사이트나 출품하는 다른 쇼핑몰의 주문 상품도 출하 배송해주는 배송 아웃소싱도 한다. FBA 방식을 

이용한 판매자의 절반 정도가 이용 전에 비해 매출이 51% 증가했다는 보고다(e커머스 강화서, 2014).

한국 채널03
Japan

한국 종합몰 역직구 통해 K-브랜드 구매

일본에서 인기 있는 K-브랜드는 한류 관련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한국 사람들

은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인식이 강해 화장품이나 미용관련 상품들

을 많이 구매한다. 한류스타 공연 티켓 등은 인터파크, 예스24를 통하고, 한국 

서적이나 잡지 등은 교보문고를 이용하기도 한다. 패션 미용 관련 제품들은 한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을 통해 직구한다.    

- 배송 메일 등 한국 역직구 서비스 '불만족스럽다!'

한국 내 역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본인들은 주문 후 발송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는 등 한국 쇼핑몰의 고객서비스 부문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본의 경우 주문확인 메일, 상품 발송 메일 등 주문 후 최소 2회 이상 물류에 관

한 메일을 보내준다. 이런 시스템에 익숙한 일본 소비자들에게 주문 후, 판매자

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주문이 된 것인지, 물품이 제대로 발송되고 있는지 

불안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국의 쇼핑몰 판매자들도 주문에서 도착까지 구매

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화장품은 싸고 좋은데, 이 사이트로 구매하면 상품수도 풍부하고 싸게 살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 거의 한국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주문에서 상품 도착까지 시

간이 걸리지만 싸니까 신경 안쓴다. (별도요금 지불하면 속달로도 부쳐준다)

(29세 여자 회사원)

파격가 제품을 발견하는 게 재미있다. 하지만 가격표시가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표시된 가격이 싼 것 같아 클릭하면 대체로 기본가격 플러스 얼마, 결국 표시가격

보다 비싸지므로 좀 복잡하다.

(39세 여자 전업주부)

| Gmarket 소비자 리뷰

큐텐일본 유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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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거산재팬 이이시나숍 (http://www.1147info.com)

| (주)대산 `아시아시장' (http://www.daesan.jp/)

| 코리아백화점 (http://www.koreadepart.com)

1997년 8월 설립된 거산재팬 이이시나숍은 11개의 한류 온라인 쇼핑몰

을 운영 중이다. 라쿠텐, 야후, 큐텐 등 종합쇼핑몰에 `'한국상품관'으로도 

입점해 있다. K-POP, 한류스타 상품, 한국식품, 화장품, 자동차용품, 생

활용품, 시계 등 한국 제품 7천 종을 판매한다. 엄격한 품질과 유통관리

로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를 사로잡은 거산재팬은 매일 10만 명의 회원이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다.

2000년 설립되어 한국 식품의 수입 및 도매업을 하고 있다. 

업계 최고의 물류시스템을 갖추었으며, 한국식품을 메인으

로 다양한 식자재를 일본 각지에 공급한다. 신주쿠, 긴시초

에 아시아시장, 고이와에 BIG5를 운영하며 거래기업 2만 

개를 돌파했다.

2000년 설립된 합작회사 ALL KOREA가 운영하는 한국

화장품, 미용 상품 중심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화장품과 

관련하여 미디어에서 자주 소개되어 인지도가 높고, 신뢰

도 역시 높은 편이다. 화장품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팬시 

잡화 등을 판매한다. PayPal 결제, EMS로 한국 직송 시

스템이다. 

| 티쿤글로벌 (http://tqoon.com)

| 다홍의 디홀릭 (www.dholic.co.jp)

2007년 해외직판 회사로 출범한 티쿤글로벌은 같은 해 ㈜

아도프린트를 설립(오사카 소재)하면서 adprint.jp를 오픈

했다. 2010년에는 현수막 전문 사이트 makumaku.jp도 

오픈했다. 현재 티쿤이 구축한 독립몰 플랫폼을 통해 택

배박스, 동대문 옷, 종이컵, 휴대폰 케이스, 벽지, 의류 원

단, 자수, 단추 등 해외직판을 돕고 있다. 티쿤이 운영하

는 4개 독립몰 사이트의 누적 회원수는 현재 7만 명이 넘

는다. 2014년 말 기준 9억9000만 엔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한국의 여성의류 쇼핑몰 다홍(http://www.dahong.

co.kr/)이 일본에서 전개하는 독립 쇼핑몰이 디홀릭이다. 

2014년 일본의 패션 관련 쇼핑몰 매출 57위로 연간 매출

액이 95억 엔이다. 한국 쇼핑몰 다홍의 모델 착용샷을 그

대로 사용하지만 완벽한 일본어 설명으로 현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러 e-커머스 전문가들이 디홀릭의 비즈

니스 모델을 분석할 정도로 일본에서 입지를 굳힌 쇼핑몰

이다. 완벽하고 다양한 착용샷, 시간대별 10% 할인 등 저렴한 가격대, 색상과 사이즈 등 상세한 정보와 리

뷰, 고객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K-패션으로서 정착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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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트렌드04
Japan

B2C 일본 최다 구매상품은 식품·음료·주류

해외 직구 대상국은 미국, 유럽, 동아시아 順

일본인들은 인터넷으로 식품, 음료, 주류(55.2%)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가 서적, 잡지(48.8%) 순이었다. 쌀이나 물, 술, 주스, 화장지

처럼 무게가 있거나 부피가 나가는 물품을 주로 구매했다. 세 번째로 많은 구매 

품목은 의류, 액세서리류(43.8%)였다. 

일본 남성들은 어디서 사든 품질 차이 없고 가격이나 보증도 비교 검토하기 쉬운 

가전, PC 같은 전자제품을 선호했고, 잡지와 서적, CD와 DVD, 음악과 영화 다

운로드 등 오락 취미 관련 상품을 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여성은 패션(의류, 구두 등)이 65.9%로서 장신구나 비교적 반복 구매하는 경향

이 강한 화장품, 스킨케어 용품(43%)을 주로 온라인 몰에서 구매했다. 

일본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대상국은 `미국 등 북미가 81.7%로 압도적으로 많았

다. 이어서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이 33.1%, 중국·한국·대만 등 동

아시아가 19.0%였다. 주로 이용하는 미국 직구 사이트는 ebay.com이 1위, 2위

는 아마존닷컴이었다. 이베이는 미국 최고의 옥션 사이트라는 인지도로, 아마존

은 아마존재팬 사용 경험이 있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사이트다. 

일본인들은 또한 해외 직구를 통해 희소성의 가치와 경제적 이득을 함께 추구하

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인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유

일본 국내 온라인 쇼핑 구매품목(경제산업성, 2013)

해외 직구 주 고객은 여성 40대·남성 20대

화장품 구입, '사이트 리뷰' 가장 중시!

실버세대에서도 모바일 쇼핑 확대 전망

는 `'일본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살 수 있어서'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가격이 싸서'가 64.1%였

다. 해외 직구 1회 구매액은 `'5천 엔 이상 2만 엔 미만'의 합계가 60.6%로 가장 많았다.

- 그 밖의 해외 직구 몰, 아이허브·에이소스·바이마 

인기 SNS 인스타그램에 자주 해시태그되는 사이트가 미국의 아이허브(www.iherb.com)와 영국의 아소

스(www.asos.com), 소셜 쇼핑 사이트 바이마(http://www.buyma.com)이다. 아이허브는 건강보조식

품이나 화장품을 비롯해 세제, 식품 같은 생활용품까지 일본 점포에서도 인기가 많은 유기농 브랜드나 내

추럴 제품을 취급한다. 아소스는 영국 최대 패션 사이트로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편집숍이다. 바이마

(BUYMA)는 전 세계 115개국에 있는 약 6만5천 명의 개인판매자로부터 전 세계 브랜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소셜 쇼핑 사이트다. 

일본인 해외 직구 이용자는 약 14.2%이다. 과거 이용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향후 해외 인터넷 쇼핑 사이트

를 이용하고 싶다고 한 응답은 35.8%였다. 성별 및 연령별 해외 직구 경험은 남성 20대가 18.0%, 여성은 

40대가 19%로 가장 많아 남녀 간에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직구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향후 구매 의향

이 가장 높은 층은 30대 남성으로 과반수 이상인 53%가 구매 의향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40대가 37%로 

구매 의향이 가장 높았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는 `리뷰(입소문 사이트)가 42.3%로 가장 높았고, 비교 사이트가 

28.0%, `'특별히 참고한 것이 없다'도 45.3%나 되었다. 

해외 직구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은 `패션(25.4%)이었다. `가방이나 구두 패션잡화가 21.8%, `CD·DVD 

21.8% 순으로 많이 구매하였다. 특히 미국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직구 품목은 1위 의류(25.4%),  

2위 스포츠 아웃도어(18.3%), 3위가 잡화(10.7%) 순이다. 

일본 여성들은 화장품 구매정보를 사이트 리뷰를 통해 주로 얻었다(29%). 매장 점원(20%)이나 TV, 잡지 

등의 미디어 정보(20%)보다 `'＠코스메' 같은 인터넷 사이트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일한 소비자 입

장의 솔직한 리뷰를 참고로 제품을 평가하고, 상품 재고가 풍부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EC의 미카타 조사, 2014).

일본인 50∼60세 연령대에서는 PC로만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비율이 90%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스마트폰

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은 약 5%로 아직 적다. 그러나 앞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50세 이상의 스마트폰 이용

자 수다. 스마트폰 계약자수 증가 추세를 보면, 50세 이상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급격하게 증가해 모바일 쇼

핑도 일상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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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로드맵05
Japan

대표이사 1인 일본거주자 필수요건

일본 현지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 상호, 본점 소재지, 회사 정

관 목적, 자본금, 임원 결정 등을 해야 한다. 이때 대표이사 중 1명은 일본에 주

소지를 두어야 한다. 즉 대표이사 모두가 해외에 사는 경우 회사 설립을 할 수 없

다. 회사 설립 절차는 그림과 같은 6단계로 나뉜다. 회사 자본금 입금은 일본 금

융청이 설치 인가한 은행의 발기인 계좌에 하면 된다. 외국인은 자본금 500만 

엔 이상을 예치해야 한다.

법인 설립 자체는 서류만 구비되면 그리 어렵지 않다. 외국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설립보다 이사 한 명이 일본에 재류해야 하고, 재류하는 사람의 `재류 

비자 갱신 변경이다. 회사 경영자는 `투자경영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 현재 `투

자경영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회사 설립 후에 비자를 변경 갱신해야 한다.  

'영주권자', `'일본인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정주자', 이 네 가지 비자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일본 국적 보유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으므로 `'투자경

영' 비자가 필요 없다

법인 
설립

Coporation

일본의 주식회사 설립 절차

일본 HS코드는 9자리로 규정

자국 내 산업보호 목적 및 재정상의 이유로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다. 따라

서 해외 직판 시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규정한 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는 상품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수출입 시 상품을 분류하는 코드를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코드라 하고, 이 코드로 각 상품의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일본의 HS코

드는 다음과 같은 9자리 분류번호로 규정되어 있다. ①유(類-첫 2자리) ②항(項-처음 4자리) ③호(号-처

음부터 6자리) ④통계 세분(마지막 3자리).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는 한국 상품들의 HS 코드 및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위법은 아니지만 판매되고 있는 허브나 아로마 오일, 배스솔트 등의 상품 중 `마약이나 `지정약물에 해당되

어 수입 금지된 물품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규제 하에 있는 물품, 가축전염예방법에 준거하는 물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도 

의약품의료기기법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의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 수입 금지 및 규제 품목

한국의 대일본 수출 대표상품의 HS코드 및 관세율

제품카테고리

구운김, 맛김
김치
인스턴트 라면
초콜릿과자
참기름, 들기름
(산가가 0.6을 초과하는 것)

홍초

유자차

옥수수차

인스턴트 커피

막걸리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여성용스커트
(합성섬유)

CD/DVD

HS코드

2016. 10. 229
2005. 99. 190
1902. 30 200
1806. 32. 100
1515. 50. 000

2209. 00. 000

2007. 01. 119

2101. 20. 110

2101. 11. 210

2206. 00. 221

3304. 99. 011

3304. 99. 019

6104. 53.000

8523. 49. 000

관세율

25%
22.4%
25.0%
10.0%
17엔/kg

8.0%

28.0%

16%

12%

70.40엔/1

5.80%

5.80%

14.00%

무관세

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패션

한류상품

관세
duty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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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금액에 따라 물류흐름 달라

통관 절차를 밟고 수출입 허가를 받으면 과세 금액이 결정된다. 과세 금액에는 우편물 자체 금액과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과세 금액에 따라 물건을 받기까지의 흐름이 달라진다. 

해외 직판 상품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흐름은 그림과 같다. 

물류
배송

Logistic, Delivery

일본

20만 엔 초과할 경우 수입신고

일본의 우편물 수령 시 과세는 20만 엔을 기준으로 납부방식이 구분된다. 과세가격이 20만 엔 이하면 부과

방식이 적용되고, 20만 엔을 초과하면 세관 국제우편 출장소에 가서 수입(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 과세가격 20만 엔 이하

일단 무관세, 면세품이면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 준다. 세금합계가 1만 엔 이하인 경우 '국제

우편 과세통지서'와 함께 물품이 배달돼 세금납부를 우체국에 위탁하면 물품 수령이 가능하다. 1만 엔 초과 

30만 엔 이하인 경우 우체국에 위탁 또는 세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직접 내면 된다. 세금 합계금액이 30만 

엔을 초과한 경우 발행된 과세통지서를 가지고 지정 우체국에 가서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내면 우편물

을 받을 수 있다. 

과세
Tax

아날로그 방식 결제 여전히 선호

일본인들은 온라인 쇼핑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63.7%). 이어서 COD(대금교환 결

제 서비스), 편의점 지불, 그리고 은행·우체국 창구·ATM을 이용한 지로결제(선불/후불제) 등의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COD(43.8%)이나 편의점 지불(38.9%) 같은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특히 COD(대금교환 결제 서비스)는 택배로 물건을 받으면서 물건 값과 배송료 및 수

수료를 택배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신용카드 못지않게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지불방식이다. 

신용카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자주 선택하는 결제방법이

다. COD(대금교환 서비스) 결제 수수료는 9,999엔까지는 315엔, 2만9,999엔까지는 420엔 등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편의점, 은행, 우체국 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고객에게 지로를 보내 고객이 편의점, 은

행, 우체국에서 지불하면 된다. 그 밖에 일본 국내 온라인 쇼핑 결제인 경우,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도 

이용하고 있다.

결제
pay

- 과세가격 20만 엔 초과

과세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한 경우 수취인에게 통관절차 안내문이 발송된다. '사입서' 등 납세 신고에 필요

한 서류를 갖추어 우체국이나 다른 통관사업자에게 수입통관 절차를 의뢰하거나 직접 세관 국제우편 출장

소에 가서 납세 신고를 한다. 납세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나 사입서 등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 허가를 받으면 우편물 수취인에게 배달된다. 과세품의 경우 수취할 때 별도의 통

관료(우체국의 취급 수수료)도 필요하다

일본인들은 온라인 쇼핑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63.7%). 이어서 COD(대금교환 결제 서비스), 편의점 지불, 

은행·우체국 창구·ATM을 이용한 지로결제(선불/후불제) 등의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COD(43.8%)나 편의점 지불(38.9%) 같은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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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B2C진출 초기단계

한류 상품 대체할 새 아이템 개발 시급

한국 상품의 일본 B2C 시장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다. 온라인 시장을 리드하는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 한국 기업은 라쿠텐 200개사, 야후재팬 150개사, 아마존

재팬 50개사 등으로 진출이 부진한 편이다. 일본에서 대형 종합몰의 등록 상품 

수는 5천만~1억5천만 개가 되지만, 한국 상품은 아직 5,000품목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 기업은 온라인 채널 진출 시 교민기업 자체 채널이나 교민 벤더 이용

이 대부분이다. 한국광장, 오일장, 농식품연합회 채널 등 한국 교민기업 운영채

널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계좌 개설이 필수인

데다, 개별 배송 및 반품 대응 시스템을 비롯한 복잡한 유통구조, 높은 물류비

용, 일본어 상표 표기와 같은 언어장벽 등이 여전히 진출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한국 제품 이미지는 `'가격이 싸다', `'활력이 있다'에 이어   

`'신뢰할 수 없다', `'품질이 좋지 않다', `'고장이 잘 난다' 등 부정적인 이미지도 적

지 않았다. 세계 17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제품의 품질을 비교한 결과, 

`'고품질' 이미지에서 일본 제품(60.6%)이 한국 제품(20%)보다 약 40% 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하면 연상되는 제품은 1위가 `디지털 제품(PC/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36.6%), 2위 `가전/AV 제품(34.3%), 3위가 `패션 제품(30.3%)이

었다. 

일본의 경우 2012년을 정점으로 한류 소멸에 따른 막걸리, 김치 등 한류 대표 상

품들이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간 한국 소비재 상품의 주요 유통경로는 

코리아타운 및 할인점이 중심이었다. 식품류, K-POP CD, 화장품 등 한류상품 

위주로 팔리고 있고,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과 같은 중소기업과 직결되는 수출 

품목의 진출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백화점 등 대표적인 유통 

| K-브랜드, 휴롬·레이캅, 들기름, 해피콜 인기

경로 진출 실적은 극히 드물며, 온라인의 경우 이불청소기, 프라이팬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수출 실적

이 역시 부진하다. 

한국 상품의 이러한 부진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제품도 있다. 한국에서도 히트한 착즙기 휴롬

은 '가격닷컴' 사이트에서 잘 팔리는 제품 순위 6위에 올랐고, 오프라인에서도 일본의 대표적인 백화점 미츠

코시와 이세탄에 입점했다. 또 일본의 대표적인 홈쇼핑 '자파네트 타카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불청소

기 레이캅은 138만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들기름의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한국의 들기름이 쇼핑몰 베스트셀러 상품이 되고 있다. 

2015년 1∼4월의 들기름 대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57%나 증가해 257만 1,000달러였다(한국 농

림축산식품부). 또 라쿠텐 랭킹 주방용품 부문에서 해피콜 프라이팬은 1위를 차지했다.

이세탄 백화점에 새로 입점한 휴롬

라쿠텐시장 해피콜 프라이팬  

라쿠텐시장 한국식품관 베스트셀러 2위 들기름

자파네트 타카타 쇼핑몰의 이불청소기 레이캅

한국 대표 상품 매출 추이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천달러, %)

김치

막걸리

소주

2012년

84,588

31,990

102,199

2013년

65,851

13,625

78,969

증가율

-2.6

-34.1

10.3

증가율

-22.1

-57.4

-22.7

일본

알고 가자! B2C · 85B2C해외직판 가이드북 ·84



일본

| 구매 선택은? 신뢰성·가격·배송료가 결정!

일본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은 `'신뢰성'으로 72.5%가 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

다. 다음으로는 '상품 `가격이 저렴할 것'(69.1%), `'배송료가 무료 혹은 저렴한지'(61.6%)를 중요한 선택 요

인으로 꼽았다.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사이트 신뢰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사이트 신뢰

성 확인을 위해 일본어 검색으로 다른 구매자의 블로그나 리뷰 등을 통해 평판을 확인한다. 또한 외국어 블

로그의 경험담 및 리뷰 등을 찾아 사이트의 진정성 여부,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 정보가 제대로 명기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미국이나 유럽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 신뢰도가 높으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사이트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했다.

| 건강식품 등 시니어 시장 확대에도 주목하라!

| 향후 B2C 유망분야는? 의료계와 슈퍼(마트)업계!

일본에서는 실버산업 확대에 따른 건강식품,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택배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

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령자의 비

율은 2013년 9.9%로 2002년에 비해 5.2배 증가했다. 2013년 기준 고령자 인구는 3,185만 명, 고령자가 

있는 세대수는 2,086만 세대, 단순 계산으로 고령자가 있는 2,086만 세대가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는 셈이

다. 2013년 실버세대들의 1가구 당 월 인터넷 쇼핑 이용금액은 2,065엔으로 처음으로 2,000엔을 돌파했

고, 2002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시장규모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유망한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로 슈퍼업계와 의료계

를 지목했다. 마케팅 규모가 커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분야로서 의료 관련 전자상거래는 주변 산업까지 포

| 서비스업의 전자상거래화도 신시장이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10만개의 온라인 쇼핑몰이 신규 입점하고 있다. 향후 실점포가 온라인에 진입하거나 농

산물, 어패류 같은 1차 생산품 판매자들의 온라인몰 개설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서비스 EC 분야의 성장도 기대된다. 현재 호텔이나 여행 예약은 전자상거래화되어 있지만 레스토랑, 주점, 

미용실 같은 서비스업의 전자상거래화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각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현

재보다 더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형태로 활성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해금된 제1종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전자상거래, 2015년에 시작된 식품 기능성표

시를 둘러싼 건강식품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함하면 규모가 매우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향후 인구동향 등

을 고려하면 B2C, B2B를 포함해 최고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슈퍼(마트)업계 역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업종별로 보면 의류, 가구, 가전, 구두, 스포츠용품, 인테리

어, 잡화 등의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현재 인터넷에서 실점포로 소비행동을 유도하는 O2O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

터넷 판매업자가 물류망을 강화하거나 수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인터넷 슈퍼를 개설하는 한편, 실점포 중심

의 사업자도 인터넷 활용에 적극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주어 인터넷

을 통해 얻은 정보로 점포를 찾아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어섰다. 기타 전자상거래 시장을 포함, 

온라인 거래 규모 확대가 기대되는 산업은 농업, 화장품 등의 분야다. 

일본인 해외 직구 이용자는 현재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이용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희소성 있는 제품과 가격대만 맞으면 기꺼이 지갑을 열겠노라는 응답이 절반인 53%를 넘

었다. 일본인 30대 남성 소비자들  이야기다. 또한 40대 여성들도 약 37%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구매 의향

이 강했다. 일본인 30대 남성, 그리고 40대 여성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K-브랜드가 절실하다 하겠다.

일본인 역직구, 3040을 잡아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시장규모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유망한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로 슈퍼업계와 의료계를 지목했다. 마케팅 규모가 커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분야로서 의료 관련 전자상거래는 주변 산업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매우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인의 인터넷 쇼핑몰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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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쿠텐, 
아마존재팬, 
야후재팬 
입점 조건 꼼꼼 분석

일본 Top3 오픈마켓 비교하기

입점과 판매가 비교적 용이한 2위 오픈마켓

2013년 완전 무료화로 입점 수 급증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꼽으라면 단연 라쿠텐, 아마존재팬, 야후재팬을 들 수 있다.1993년 외국

서적을 판매하는 온라인서점 '다이이치'(라쿠텐의 전신)를 필두로 1996년 야후재팬, 2000년 아마존재팬의 

입성으로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은 본격적인 3파전을 이루고 있다.

알고 갑시다!

입점 까다롭지만 집객력, 충성고객은 '최고' 

라쿠텐

아마존재팬

야후재팬

일본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라쿠텐은 오픈마켓이라기 보다는 입점형 대형 쇼핑몰

의 성격이 강하다. 엄격한 심사조건과 높은 입점 비용, 까다로운 판매 규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2위인 아마

존재팬과 비교할 때 점포 수는 크게 뒤지지만 압도적인 집객력과 일본 내 최다 충성도 고객을 확보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는 최대 쇼핑몰이다.

입점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점포 지원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라쿠텐의 최대 

장점이다. 라쿠텐 수퍼 세일, 쇼핑 마라톤 등 정기적인 대규모 프로모션 행사 외에도 TV 광고를 통합 집객 

지원, 타 미디어와의 제휴 시스템, WEB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연계한 전시회 개최 등 다각적인 지원체

제를 펼치고 있어 일본 내 B2C 사이트에서 승부를 하려면 꼭 입점해야할 쇼핑몰이다. 라쿠텐 점포에서 외

부로 링크는 금지되어 있으며 가격 경쟁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독립몰 사이트나 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외부에서 점포로 집객을 유도하는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

1위 업체인 라쿠텐에 비해서는 입점이 용이하고 3위 업체인 야후쇼핑보다는 판매가 용이하다는 게 아마

존재팬의 최대 장점이다. 초기 입점 비용이 없는 대신 매상 로열티(수수료)가 비싼 편이며 카테고리와 상품 

등록 수에 따라 수수료는 차등 적용된다. 

상품 페이지, 상품 사진을 기존 포맷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촉이나 홈페이지 제작에 신경을 안 써

도 된다. '하나의 상품 페이지에 하나의 상세 페이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마존의 특징이 집객력에 크

게 기여한다. 대개 아마존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가격 승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존 내 재고상황을 보면서 출

품 상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업체와 해외 업체로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외 업체 등록 시에는 배송일이 12일 이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주문 캔슬이 많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한다. 출품 형태는 대량 출품과 소량 출품이 있

으며 본격적인 B2C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대량 출품 형태가 유리하다. 

한국의 지마켓과 같은 형태의 오픈마켓이다. 2013년 완전 무료화를 계기로 입점 수가 급증해 아마존재팬

을 바싹 추격하고 있다. 저렴한 이용료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는 점,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점포 

제작이 가능한 초보자용 '라이트 입점'이 있어 일본 쇼핑몰에 초기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부담 없는 테스트

마케팅 플레이스이다. 

한국의 지마켓이 높은 마켓 세어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네이버나 다음에 의해 광고 없는 상업사이트의 철

저한 차단으로 갇힌 검색 형태를 유지한 데 따른 것이라면 일본 야후재팬은 구글 검색엔진을 차용한 열린 

검색 시스템으로써, 무료 노출되는 오가닉 검색(Organic Search)을 통해 중소규모의 쇼핑몰이 두각을 나타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무료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 야후로부터의 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점, 외부 링크로 연결이 자유롭고(주의사항 있음), 고객 리스트의 2차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은 장점이지만 개별점포에 대한 서포트가 약하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이다.

판매 사업자 수

초기 비용

판매 수수료

최저 계약기간

상품 등록 수

라쿠텐

약 4만 셀러

약60,000엔

2~7%

3개월(라이트 플랜)

등급에 따라 5,000~20,000개

메가숍 플랜은 무제한

아마존재팬

약 16만 셀러

없음

8~20%

12개월

무제한

야후재팬

약 15만 셀러

없음

무료

-

무제한



한 눈으로 보는 
베트남 온라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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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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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높은 잠재력 보유한 '잠자는 사자' 

'인터넷 속도 쇼핑과 상관 크게 없다'

90%가 일평균 인터넷 3시간 이상 접속

인구 수 대비 1.5배 모바일 소유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 세계 다른 나라와 지역에 비하면 발전 초기 

단계이지만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잠자는 사자(a sleeping lion)'로 불

리운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는 인구 수, 중산

층의 증가, 높은 인터넷 보급률에 있다. 베트남은 현재 9천1백만 명의 인구와 연

평균 1.1%의 인구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인구의 약 55%가 15~49세 연령대이

며 약 5천만 명에 달한다. 2012년 8백만 명이었던 중산층의 수는 2020년 4천 4

백만 명, 2030년 9천 5백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 계층이 향후 베트남 

온라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VECITA>(산업통상부 산하기관)가 발표한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B2C 판매수익은 전년대비 35% 급증, 전체 소매 판매량의 21.2%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29억 7천만 달러 규모이다.

베트남의 인터넷 이용자는 3천3백만 명 이상이며, 2013년 인터넷 보급률은 

37%에 달한다. 베트남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에 비해 높은 순위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8년까지 베트남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5천 5백만 명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인프라는 여전히 한국, 일본, 홍콩 등 주변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서비

스 제공업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가 발표한 인터넷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속도 및 최대 접속 속도

가 각각 4.5Mbps, 26.9Mbps인 반면 베트남의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는 2.7Mbps, 평균 최대 접속 속도는 

17.3Mbps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광대역 인터넷 도입율(4Mbps)은 각각 19%, 0.4%로 59%, 24%인 세계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러나 특이할 만한 것은 '열악한 인터넷 연결로 인해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는

다'고 답한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최근 <닐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의 배송서비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세계 평균(25%)보다 높은 28%, 심지어 VECITA(산업통상부 산하기관)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900명의 인터

넷 이용자 중 작년에 온라인 구매를 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는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Statista>에 따르면 연령대별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16~24세 81%, 25~34세 67%, 35~44세 

65%이다. 젊은 세대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성향도 높아 이들이 주요 온라인의 쇼핑고객

층이다. 

일일 평균 인터넷 사용량은 '3~5시간'은 36%, '9시간 이상'도 무려 21%로 나타나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인

터넷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인터넷 사용자 중 53%는 밤 8시에서 자정까지, 24%는 오전 8시부터 정

오, 13%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접속한다고 말해 절반 이상의 사용자가 주로 저녁시간에 인터넷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기기는 노트북과 핸드폰이 각각 75%, 65%를 차지하여 인터넷 접속 시 이들 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블릿 등 다른 기기의 사용자 수는 19% 늘었는데 반해 2010년에 84%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데스크톱은 2014년에는 33%로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고도성

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B2C 전자상거래 매출액 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2014) 자료원:VECITA

알고 가자! B2C · 93B2C해외직판 가이드북 ·92



모바일 뱅킹서비스도 급성장

일부 쇼핑몰 '쇼룸' 열어 신뢰의 마케팅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초고

속 인터넷 가입자는 대략 2천 240만 명, 3G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천 720만 명이었고 핸드

폰 가입자는 총 인구 수 9천 373만 명 보다 많은 1

억 3,86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1.5개의 핸드폰 유심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체인 <We are 

Social>의 통계치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수치와 작

은 차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높은 디지털 사용률을 

보고한다. 2015년 1월 기준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44%인 3천 980만 명, 소셜 미디어 사

용자는 2천 8백만 명(인구의 31%), 모바일폰 사용자는  1억 2,830만 명, 3G 접속은 3천 350만 명(인구의 

36%),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3천 240만 명(인구의 36%), 모바일 소셜 앱 사용자는 2천4백만 명(인구의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자수는 2010년 27%에서 2014년 65%로 크게 증가하

였으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또한 2010년 0%에서 2014년 19%로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베트남의 온라인 쇼핑몰 중 15%는 모바일 버전을 출시한 상

태이다.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쇼핑은 2013년 6%에서 2014년 13%로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많은 소매업자들은 B2C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향후 전략적 투자로 삼고 있다.

2013년 <ASEAN Bankers Forum>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트남 은행의 수는 2010년 5개에서 2013년 30개로 급성장하였다. 모바일 앱을 통한 상품권, 쿠폰, 멤버

십카드 발급 서비스는 이제 베트남에서 흔하게 이용되는 프로모션이 되었다. hotdeal과 muachung 같은 

큰 공동구매 업체는 이미 자체 모바일 앱을 개발한 바 있다.

<VECITA>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가 모바일 앱을 통한 상품권 및 쿠폰 검색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베트남 소비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모바일 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모바일 텔레비전, 모바일 영화 같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디지

털 콘텐츠 사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베트남에서는 2010년 중반부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인 소셜 커머스 쇼핑몰의 붐이 일어났었다. 이 분야

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Hotdeal의 후발업체로 약 70개의 관련 쇼핑몰이 오픈하였지만 일부 쇼핑몰에서 제

공하는 할인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아 점차 소비자의 신뢰를 잃으면서 그 인기가 주춤

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커머스 쇼핑몰의 총 수익은 여전히 전년도와 같이 18%의 높은 성장

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가장 높은 수익 성장률을 기록한 쇼핑몰은 hotdeal.vn(29%)과 lingo.

vn(14%)이다. 결국 시장에 의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선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들어와 베트남 내 몇몇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회사들은 오프라인 편집매장인 쇼룸을 개설하는 움

직임이 두드러진다. 온라인 소매업자들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전 눈으로 직접 상품을 보고, 품질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신중한 고객들에게 자사의 쇼핑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고,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강

화시키기 위해 오프라인에 쇼룸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쇼룸은 쇼핑객들이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교환하고 환

불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Kay.vn는 베트남에서 쇼룸을 오픈한 최초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Lazada 역시 

2014년 초에 다낭시에 첫 번째 쇼룸을 개관했다. 고객들은 쇼룸에 설치된 PC나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사

용하여 즉석에서 Lazada 판매원의 도움을 받으며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  금년 3월 패션 전문 쇼핑몰 

Zalora는 호치민시에 첫 쇼룸을 개관했다. 이 쇼룸은 고객들이 가격을 확인하고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

도록 15개의 PC가 설치되어 있고 주문된 제품은 1~3일 이내에 배달해줄 것을 약속한다. muachung, 

cungmua 등 다른 사이트들도 이미 쇼룸을 오픈하는 등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의 오프라인 쇼룸 구축은 이

미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시 중심부 Bitexco Financial Tower에 위치한 Zalora의 첫 번째 쇼룸 (좌) 

Zalora의 호치민시 쇼룸 내부.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는 카운티가 설치되어 있다.(우)

국가별 모바일 이용 온라인 구매율

기기별 인터넷 접속률

자료원: We are Social 

자료원:VEC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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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e-마켓플레이스 참여기업 증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사이트 폭발적 성장

<VECITA>가 전국의 3,538개 기업을 대상을 e-마켓 플레이스 활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4%는 

이미 SNS 마케팅에 참여 중이고, 45%는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은 

IT와 통신 분야 기업이 가장 높은 69%를 차지했다. 기업 중 11%는 이미 영업을 위해 모바일 앱을 사용하

고 있다고 답했다. e-마켓 플레이스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1년 이래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조

사기업 중 15%가 2014년에 e-마켓플레이스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SNS마케팅과 직영 온라인 쇼핑몰이 효과적인 판매촉진수단이라고 답했으며 

SNS 참여 기업 중에서 71%가, 직영 온라인 쇼핑몰 운영기업 중에서 66%가 마케팅 효과에 만족한다고 답

했다. 직영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주문 비율은 2013년 41%에서 2014년 59%로 증가했으며 온라인 결제수

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비율은 2013년에 비해 2% 상승하여 20% 정도로 나타났다.

<VECITA>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로 공인된 기업은 총 7,174개이다. 그 가운데 

94%인 5,082개가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고 약 6%인 401개가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

폼이다. 

베트남에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을 e-마켓플레이스, 소셜커머스 웹사이트, 온라

인 경매 웹사이트 등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한다. e-마켓플레이스는 B2C 또는 C2C 형태로 국내의 G마켓처

럼 개인이나 소매점등이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오픈마켓이다. 소셜커머스 웹사이트는 상인이나 업체

가 개인, 상인, 또는 업체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B2BC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국내의 공동

구매 사이트의 티몬이나 쿠팡과 유사하다. 온라인 경매 웹사이트는 개인, 상인, 기업이 웹사이트 내에서 경

매를 할 수 있도록 솔루션 및 수단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국내의 옥션과 비슷한 개념이다. 

지난해 공인된 357개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웹사이트 중 e-마켓플레이스가 283개로 약 79%를 차지했고, 

소셜 커머스 웹사이트는 60개로 약 17%, 경매 웹사이트는 14개로 약 4%를 차지했다. 2013년도에 비해 e-

마켓플레이스와 소셜커머스 웹사이트는 각각 200%, 360%로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던 5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은 패션(44%), 컴퓨터(43%), 신

발, 화장품(43%) 핸드폰(41%) 냉장고를 포함한 가전제품(25%) 등이다. 

패션용품, 화장품,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은 2014년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의 26%를 차지하며 두드

러진 성과를 보였다. 핸드폰, PC, 노트북, 태블릿 및 사무용품 판매 쇼핑몰의 매출도 2013년도 대비 1.8배 

급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이중에서 thegioididong.com, nguyenkim.com, fptshop.com.vn가 시장을 선

도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이다. 전자 및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의 수익은 2013년 보다 다소 증가해, 

2014년 총 수익의 9.1%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인된 357개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웹사이트 중 e-마켓플레이스가 

283개로 약 79%를 차지했고, 소셜커머스 웹사이트는 60개로 약 17%, 경매 

웹사이트는 14개로 약 4%를 차지했다. 2013년도에 비해 e-마켓플레이스와 

소셜커머스 웹사이트는 각각 200%, 360%로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다.

베트남

기업의 SNS 상품판매 및 온라인쇼핑몰 운영 비율

등록된 온라인 쇼핑몰의 유형

자료원:VECITA

자료원:VEC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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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채널02
Vietnam

베트남

전년대비 두 배 성장

작년 e-마켓플레이스 부문의 총 매출은 16억 6천만 동(약 7,830만 달러)이며, 

2013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매출 면에서는 전체의 26%를 차지하

는 Lazada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ebay(19%)와 vatgia(18%)가 뒤를 이

었다.

소셜커머스 웹사이트는 약 60여개에 달한다. 2010년 중반 미국 그루폰 기업이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여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현지 고객들을 이끌었고 지난 2011~2012년도에는 소셜커머스 모델의 성장이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2012년 후반이후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열기는 잠시 주춤해졌다. 주요 원

인은 베트남 내 소셜커머스 모델의 개척 기업인 nhommua.vn가 순위 조작 관련 

스캔들에 휘말린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상품 및 서비

스 제공업체들이 고객들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구입한 할인 쿠폰을 거부하는 사

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소비자들 또한 웹사이트의 광고보다 떨어

지는 상품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항의가 잇따르는 등 소셜커머스 업계가 전반적

으로 진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ECITA>의 데이터에 따르면, 40개 소셜커머스 웹사이

트의 전체 판매수익은 2013년 대비 18% 오른 9천 600억 동(4,530만 달러)으

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hotdeal.vn이 2014년 시장 점유율 60%에 달

하며 1위를 기록하였으며 muachung.vn이 27%로 2위, 그 뒤로 sieumua.com 

(zanado.com) ivivu.com, ingo.vn이 뒤따르고 있다. 

상위 5개의 웹사이트 중, hotdeal.vn, muachung.vn, lingo.vn는 일반 소비재

를 포함하여 여행, 레저,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sieumua.com는 패션 전문 웹사이트, ivivu.com는 호텔 및 여행상품 전문 웹

사이트이다.

한편 지난 해 베트남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온라인 

쇼핑데이' 를 주기적으로 열기로 결정하고, 2014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 첫 행

사를 열었다. 이 날 이벤트에 참여한 베트남의 소비자들은 1,000여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든 거래를 할

인가에 즐겼으며 행사 주최 당국은 이 날 하루 동안 총 거래액은 1,540억 동(726만 달러)로 평소의 일일 평

균 거래액보다 약 2.5배 높았다고 밝혔다.

e-marketplace 시장점유율 (2014) 소셜커머스 웹사이트의 시장점유율

자료원:VECITA

라자다베트남은 2012년 3월에 독일 로케트인터넷그룹

이 론칭한 현지 종합 쇼핑몰이다. 동남아시아 6개국에

서 활약하고 있는 라다다 쇼핑몰은 의류와 패션 잡화, 생

활용품을 두루 취급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제품에 

특화된 오픈마켓 사이트이다. 다른 경쟁기업에 비해 다

소 늦게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판매수익 면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인 26%를 차지

하며 3년 만에 선두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소셜커머스 채널의 선두 Hotdeal

지난 2004년에 설립된 아마존과 비슷한 유형의 베트남 전

자상거래 포털 사이트이다. Vinabook.com에서 3만개의 

출판물과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 상품

을 판매하며 베트남 온라인 서점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모델로 최초로 오픈된 웹사이트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지난해 60%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 2위 웹

사이트 Muachung(27%)와 큰 격차를 벌이며 시장을 선도

하고 있다. 주고객은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 거주하는 약 

100만 명의 회원이며 지난해 연간 거래액은 약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치민 및 하노이시내 고객들에게는 무료배송을 적용하고 상품권과 상품을 배송하는데 보통 1~2일이 소요

되어 빠른 배송을 실현하고 있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COD결제, 계좌이체 결제, 결제대행업체 Onepay를 

통한 온라인 카드 결제 등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지원한다.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1위 Laz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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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웹사이트 분야 1위 ebay 베트남어 지원 해외직구몰 Amazon247.yn

컴퓨터, 모바일 전문몰 Fptshop.com.vn

전 세계 39개 국가에 웹사이트를 보유한 ebay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지난 해 총 입찰액 300억 동(140만 달러)를 기

록하여 베트남 온라인 경매 웹사이트 시장에서 1위를 유지

하고 있다.  주로 중고 및 새 소비재 제품을 판매한다.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전자지갑(NganLuong), 계

좌이체, 신용카드(비자 및 마스터카드), 사무실 방문 현금

결제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제수단을 유동적으로 적용

하고 있다.

국내 배달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3년 여러 믿을 수 있는 

유명 배송업체와 협력하여 shipchung.vn 라는 배달 포털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자체 전국 배달 서비스를 

개시했다. 결제방식은 선결제·후배달 또는 COD(대물교환)방식이다. 

최근 베트남 소비자들의 미국상품에 대해 수요가 점점 증

가하면서 많은 베트남 물류회사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직

접 운영함으로써 직구 배송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

다. giaonhan247.com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인 Microlink 

Vietnam의 경우 아마존과 협력하여 베트남 쇼핑몰 

amazon247.vn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이

다. 베트남어 버전과 데이터 동기 시스템으로 베트남 소비자

들은 용이하게 상품검색이 가능하다. 이 회사의 경영 임원 

Pham Tan Dat씨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의 연간 주문 수는 40% 증가했으며 수익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및 관련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전

문몰이다. 애플사의 공식 유통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높

은 판매수익을 기록한 쇼핑몰 중의 하나이며 Top 100 

Products-Services of Good Quality, 2013 Top 100 

Vietnamese Excellent Brands 같은 몇몇 명망 있는 상을 

수여했다.

잠재 고객들이 상품을 브랜드별, 가격대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을 제공하며 상품 분류별 인기 브랜드 

목록을 제시하고 쇼핑몰 프로모션에 관한 뉴스도 정기적으

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COD,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OnePay를 포함한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한다. 베트남 현지 금융기관인 ACS, Home Credit (PPF), FE Credit (VPBank)와 제휴하여 할부결제

도 적용하고 있다.

FPT Shop이 위치한 곳에서 직경 20km 이내에 있는 곳에는 무료배송이 적용되며 특히 배달지역이 10km 

이내일 경우 60분 안에 고객에게 배송하는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 현황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Lazada.vn

Zalora.vn

Sendo.vn

Hotdeal.vn

Ebay.vn

Muachung.vn

Rongbay.com
Enbac.com
Muare.vn

Suma.vn

Tiki.vn

Yes24.vn

Chotot.vn

법적 소유주

Recess Co. Ltd 

Sen Do 
Technology JSC 

Hotdeal Co., Ltd. 

PeaceSoft 
Solutions Corp. 

VCCorp. 

Ti Ki JSC 

Hansaeyes24 
Vina (FDI)

Cho Tot Co., Ltd. 
(FDI) 

해외 파트너 

Rocket Internet 
(독일)

Holdings, 
Econtext Asia 
and BEENOS 
(일본)
 
IDG Ventures
(미국)

eBay Inc. 
(미국)

Intel Capital
IDG Ventures 
Vietnam
(미국)

CyberAgent
 Sumitomo
(일본)

HansaeYes24 
Holding
(한국)

701 Ventures
(싱가포르) 

상품 

미용 및 건강 제품, 산모·유아용품. 소형 전자 및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자동차용품

의류, 패션잡화, 화장품, 스포츠용품 

패션용품, 산모·유아용품, 화장품, 가정용품, 가공식품
스포츠 및 오락용품, 핸드폰, 태블릿, PC, 노트북 액세서리

서비스: 스파 및 미용, 교육, 문화, 숙박, 여행
상품: 패션용품, 화장품, 가정용품, 가공식품, 소비자 ICT 제품

패션용품, 미용 및 건강용품, 가전제품, 가정용품, 아동용품, 
오락·문화, 자동차용품

서비스:  스파, 미용, 교육, 문화, 호텔, 여행
상품: 가정용품, 패션용품; 화장품, 음식, 산모·유아용품

서비스: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판매, 렌트, 수리) 
직업 알선, 호텔 및 여행상품, 음식배달, 유흥 
상품: 패션, 산모·유아, 전자 및 가전제품, 소비자 ICT 제품, 
음식 및 음료, 자동차용품, 문구

온라인 식료품 전문 매장 

도서, 소비자 ICT 제품, 전자 및 가전제품; 가정용품, 미용 및 
건강용품, 문구 및 사무용품, 완구 및 기념품, 패션용품

패션 의류, 화장품, 신발 및 가방, 손목시계 및 액세서리, 
산모·유아용품,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전자 및 
가전제품, 소비자 ICT 제품, 한국산 또는 한국 디자인 제품

상품: 차량,전자 및 가전제품,
패션용품, 가정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서비스: 부동산(판매 및 렌트), 직업 알선

웹사이트 유형 및 영향력

B2C & C2C 
종합몰 시장 1위 

B2C
패션 의류  부문 1위

B2C
종합몰 시장 상위

B2C 
소셜커머스 웹사이트 1위

C2C & B2C
경매 플랫폼 1위
  
 B2C
소셜커머스 
상위 웹사이트

C2C  
선도 웹사이트

B2C & C2C
온라인 최초 
식료품 쇼핑몰
베트남어 및 
영어 버전 제공 

B2C
일반 소비재 시장 
상위 웹사이트

B2C
한국인 투자 종합쇼핑몰

C2C 인기 쇼핑몰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베트남 내 유명 해외투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온라인 경매 웹사이트 수는 다른 모델에 비해 채널 수는 

꽤 작은 편이다. 2010년 약 100여개의 온라인 경매 웹사이트와 10여 개의 

전문 웹사이트가 있었으나  대부분 정리가 되고 현재 ebay.vn, kiemthem.vn, 

sohot.vn 같은 소수의 웹사이트만 운영하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는 

경매 기능을 다른 전자상거래 판매활동에 추가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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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채널03
Vietnam

베트남

한국 홈쇼핑기업이 투자한 쇼핑몰 
SCJ, Lottedatviet, Vgsshop

한국투자기업들이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는 대부

분 판매 전용 쇼핑몰이나 아직 시장에서의 존재감은 미미한 편이다. e-마켓플레

이스인 Lazada.vn, 온라인 경매 웹사이트인 ebay.vn, 소셜커머스 웹사이트인 

hotdeal.vn만큼 현지에서 선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는 못하다.

그 중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3개의 독보적인 TV 홈쇼핑 웹사이트는 한국 CJO 

쇼핑과 베트남 케이블 TV 서비스 분야 개척기업인 SCTV가 합작 투자한 SCJ.

vn, 한국 롯데홈쇼핑과 베트남 통신 분야 선도그룹 Dat Viet VAC가 합작 투자

한 Lottedatviet.vn, 한국 GS숍과 베트남 민간 홈쇼핑회사 ViviHomeshopping

가 합작 투자한 vgsshop.vn 정도이다.

위 3개의 회사에서 유통하는 상품은 거의 소비재 제품, 특히 전자 및 가전제품, 

소비자 ICT기기, 가정용품, 아동 의류, 의료상품, 미용용품, 패션상품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 투자 온라인 소매업자들은 COD, 신용카드, 계좌이체, 결제 대행업체

(NganLuong, OnePay, PayPal, 123Pay)를 통한 온라인 결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결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SCJ와 VGS Shop은 할부 결제도 허용

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자체 배송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전문 포워딩(물류회사가 제공

하는 외부 서비스)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호치민, 하노이시 내 평균 배송시간은 

2~3일(휴일 제외)이고, 그 외의 지역은 3~10일(휴일 제외)이지만 실제로는 현

지의 낙후된 배송 인프라때문에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냉장고, 세탁기, PC 같

은 설치 서비스가 필요한 대형 상품의 배송기간 또한 15일(휴일 제외)이상 걸려

야 가능하다.

한국상품 전문몰 Yes24베트남

2010년에 개설된 Yes24.vn는 '한세예스24홀딩'이 투자

한 100% 한국투자 기업이다. 의류전문 제조기업 한세실

업, 한국 온라인 서점 선도 기업 YES24, 온라인 공연예

매 웹사이트(영화, 연극, 음악회) ENT24, 패션 전문 온

라인 쇼핑몰 ISTYLE24 등과 같이 '한세예스24홀딩'의 자

회사이다. 

Yes24.vn는 아직까지 한국 기업의 진출이 미약한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상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로서 한국 브랜드

의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확립하고 있어 주목받는 모델이

다.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일반 소비재 제품

이다. 화장품, 패션 의류, 신발 및 가방, 손목시계 및 액

세서리, 산모·유아 의류,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전자 

및 가전제품, ICT 제품 등을 두루 취급한다. 현지에서 생

산되는 한국 브랜드 및 한국산 상품을 많이 판매하지만 12개의 상품 카테고리 중 한국 수입상품도 포함되

어 있다. 

결제방식은 COD, 계좌이체, 자체 발행 쿠폰, 적립금, 고객 충성도를 강화시키는 마일리지를 포함하고 있으

며 모든 부분을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고객의 온라인 주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배송한다.

<VECITA>의 2014년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Yes24.vn는 지난 해 온라인 광고에 가장 많이 투자한 

상위 5개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에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잠재 고객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방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출시했으며, 고객범위 확장에 주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프로모션 행

사를 진행한다. 베트남 내 한류를 활용해 K-POP 앨범(Miss A, 티아라, 소녀시대, 카라, 보아, 박보람, 샤

이니, 슈퍼 주니어, 2PM, EXO, 동방신기, 장우영, 김성규, 장현승 등)과 한국 드라마 및 영화 DVD를 판매

해서 베트남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10년에 개설된 Yes24.vn는 한국 기업의 진출이 미약했던 

베트남 전자상거래 초기 시장에 진출하여 한국 상품 전문 온라인쇼핑몰로서 

한국 브랜드의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확립하고 있어 주목받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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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트렌드04
Vietnam

베트남

가격에 민감한 베트남 소비자들

지난해 베트남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패션아이

템(의류,신발,화장품)이 60%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전자 및 ICT 기기, 가

전제품, 도서 및 문구 등이 차지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에 따르면, 베트남 온라인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대의 상

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다. 상품 1개 당 200,000동 이하를 지

출하는 소비자는 36%인 반면, 5,000,000동 이상을 지출하는 소비자는 8%에 불

과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베트남 소비자의 낮은 월 평균 수입과 연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1인당 월평균 소득은 2012년 100달러, 2013년 150달러였고, 도

시주민은 약 50% 높은 2012년 150달러, 2013년 225달러였다.

그러나 상품 품목별 가격대 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패션 아이템, 화

장품 및 건강상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가격대는 200,000동~500,000동이지만, 

가전제품 및 하이테크 ICT 상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가격대는 500,000동

~2,000,000동 가격대에서 많이 구매했다. 이는 가전제품 등 고가품의 경우 아

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특성상 온라인 평균 구매

액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온라인 쇼핑은 지역과 농촌간의 큰 격차를 보였는데 주 이용 고객은 대도

시인 호치민시, 하노이시에 분포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 정책적으

로 장려하여 실시한 베트남의 '온라인 쇼핑데이'(금요일) 거래 분석결과는 이러한 

추세를 잘 드러낸다. 이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www.OnlineFriday.vn)의 

통계에 따르면,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의 해당 웹사이트 접속 비율은 각각 36%, 

33%인 반면, EBI 지수 3위인 다낭시는 겨우 5%에 그쳤다.

호치민시 & 하노이시 소비자 성향 다르다!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는 문화, 경제, 기후 차이가 존재하는 두 도시의 특성

만큼이나 소비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하노이시 소비자들에 비해 호치민시의 소비자들이 소비 성향이 높았다. 다수의 사람들은 원하는 

물건을 바로 구입하고, 필요성, 품질,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하노이시 소비자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며 물품 구매 시 다소 신중하지만, 외모와 체면에 과한 관심을 

쏟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호치민시 소비자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반면, 하노이시 소비자들은 집단주의 성격이 강한 것도 특징이다. 

호치민 사람들은 구매의사 결정 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한 반

면 하노이 소비자들은 다른 사람의 구매 패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대조적이다. 

호치민 사람들은 현재를 위해 살아가고 미래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는 성향이 강했다. 그래서 음식과 음료

에 많이 지출하고 외식을 자주 하는 추세이지만 하노이 사람들은 집밥을 선호하고 음식과 음료에 돈을 절약하

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하노이시 소비자들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오토바이, 핸드폰, 

옷, 신발 및 핸드백, 화장품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신분과시용 고급 상품을 더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호치민 소비자는 충동구매, 
하노이 소비자는 신중구매

호치민 소비자 주관적 구매 많고, 
하노이 소비자 타인 영향 받는다

온라인 쇼핑 1회 평균 지출 비용 B2C 거래 상위 10개 지역

자료원:VEC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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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높은 관세 해외직구 '걸림돌'

국제 신용카드 발급 3.3% 불과

'품질확인 못해서' 온라인 구매 꺼린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로는 아직까지는 여성 온라인 소비자의 구매 비중이 남성 온라인 소비자보다 

크게 앞섰으며(59:41) 직업별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도시에서 근무하

는 젊은 직장인들이 바쁜 생활로 인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택과 직장에서 인터넷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다

는 것을 시사한다. 학생은 3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은 대다수의 국내 상품이 품질 및 디자인 면에서 열등하기 때문에 외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국민들의 낮은 소득 수준과 수입브랜드의 높은 관세율 부과 등이 온라인 해외직구

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베트남의 수입물품 중 대다수는 중국과 ASEAN 회원국, 주로 태국 상품이다. 중국 상품은 가장 경쟁력 있

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태국 상품은 0~5%의 ATIGA(아세안 무역협정) 특혜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보다는 전통적인 결제방식이 활용되는 것 또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직구 시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국제 신용카드 발급 수는 총 인구의 약 3.3%, 도시인구의 10%인 300만 건에 

불과하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자는 신용카드 종류, 발급은행, 외화시세에 따라 거래액수의 2%~4%에 상

당하는 외화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그 외 해외직구 시 부딪히는 장애물에는 결제 

위험성, 해외 판매자의 베트남 배송 거부, 언어 장벽, 국내 우체국 방문 택배픽업 시 긴 배송시간 소요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마존, 이베이, 베스트바이 같은 유명 해외 쇼핑몰에서의 온라인 직구는 아직 국내 소비

자들 사이에서 성행되고 있지 않다. 

외국상품, 특히 미국상품 애호가들은 해외 쇼핑몰을 통해 직구입하는 방식보다는 외국에 다녀온 지인을 통

해 핸드캐리어 상품으로 직구를 부탁하거나 페이스북, 인터넷포럼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 수화물

로 외국물품을 들여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 소비자들의 미국상품에 대해 수요가 점점 증가하며 많은 베트남 물류회사

들이 미국에서 베트남으로의 물품 배송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주요 물류회사들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giaonhan247.com, hangtumy.vn)를 운영함으로써 배송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3~5개의 대기업과 5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왜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8%가 품질 확인의 어려움을 꼽았다. 

실제로, 베트남 소비자들은 직접 보고 만지기 전까지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대체로 인터넷으

로 제품을 미리 본 후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Lazada, Muachung, 

Cungmua 등과 같은 베트남 내 많은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신뢰도를 쌓기 위

해 오프라인 쇼룸을 열어 고객 유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다른 주요 요인들로는 판매자에 대한 불신(57%), 구매 의사결정 시 정보가 부족해서(46%), 신용카드 또는 

결제 가능 카드가 없어서(42%), 매장구매가 더 쉽고 빨라서(38%), 주문절차가 복잡해서(26%)등이 있었다. 

2013년과 2014년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는 이유로 꼽은 

것은 '상품의 품질을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온라인 상품 품질에 대해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온라인 쇼핑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광고보다 떨어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81%)을 가장 많이 지적했

고 그 외에 비전문적인 물류서비스(51%), 상점보다 비싼 가격 및 정확하지 않은 가격 정보(46%), 개인정보 

노출(42%), 비전문적인 웹사이트 디자인(29%)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앞으로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97%)고 답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했다.

한편 호치민 사람들은 다소 충동구매 성향을 갖고 있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낮았다. 세일가에 캐더링 서비

스(Catering Service)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대해 식품 및 음료 애호가들이 많은 호치민시 소비자

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하노이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공동구매를 자주하는 쇼핑몰을 선호했다. 

이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일 상품에 열광하는 것은 호치민, 하노이시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드

러났다.

호치민 소비자 브랜드 충성도 낮고, 
하노이 소비자 공동구매 선호

호치민시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변화와 새로운 것에 더 개방적이며 온

라인 쇼핑이 제공하는 편리한 환경을 선호했다. 반면 하노이 사람들은 상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어 온라인 

구매 시 더 신중한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하노이시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의류, 신발, 화장품, 식품 같은 비

싸지 않은 소비재만 구입하고, 가전제품, ICT 상품 같은 비싼 상품 구매 시에는 아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고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온라인 브랜드 또는 상품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다면 타인의 구매경향에 의존도가 높은 하노이시 소비자들의 브랜드 및 상품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높아질 것

으로 예측된다. 

호치민 소비자 온라인 쇼핑에 개방적, 
하노이 소비자 고가품 구매는 소극적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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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로드맵05
Vietnam

베트남

외국인 투자 조건부 투자업종 지정

전반적으로 높은 수입관세율 부과

Lazada 등 배송 선진화 주도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운영은 법인만 허용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판매 웹사이트(직접 쇼핑몰 운영),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와 관련해서 내·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

한 제한은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 진출 사례가 

많았다. Lazada, Sendo JSC 같은 외국계 전자상거래 선도 기업들은 외국인 투

자자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기업으로 등록되

어 있어 통계상 외국인 직접 투자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 투자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활동을 

조건 부 투자 업종 중 하나로 지정했다. 신규 기업법과 투자법이 발효되는 금년 

7월 초부터 외국인 및 조직들은 베트남 내 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2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투자법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등록, 기업법에 따른 기업설립 등

록이다. 

베트남은 국제선 수화물을 통해 들어온 비영리 물품은 선물용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1,000,000 

동(46달러)의 가치가 넘지 않는 물품 또는 1,000,000동을 초과하지만 총 수입세가 50,000동(2달러) 이하

인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지만 그 외의 수입이 인정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

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와 더불어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국 상품은 주로 높은 수입 

관세율이 적용되는 소비재품목들이다. 화장품 등 뷰티관련 제품은 20% 내외, 가방과 신발, 액세서리 등 패

션 잡화는 품목에 따라서 25~30%이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베트남에서 인기리에 판매중인 유리 식기 

및 주방용품도 30~3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가공식품도 15~20% 내외이며 라면과 소스 및 조미

료 등 일부 제품은 3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품질과 디자인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전자 및 소형가전은 20~25%,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등 ICT 제품만 유일하게 무관세율을 적용한다. 

AKFTA (ASEAN-한국 FTA)와 향후 VKFTA (베트남-한국 FTA)에 따라 한국 원산지 증명서 첨부 시 소

비재 품목 중 몇몇 상품은 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베트남 내에서 한국산 상품의 경쟁력

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온라인 해외 직구매의 경우 부피가 작은 비영리 상품의 원산

지 증명서, 특히 AK원산지증명서(AKFTA 관세율)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AKFTA와 VKFTA

의 특혜 관세와 관련해서 커다란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배송서비스는 아직까지 매우 취약한 편이다. <VECITA>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온라인 쇼핑

객 중 60%가 배송 서비스 특히 배송 지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에 관련된 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 격차가 큰 편이어서 인터넷 쇼핑은 주로 호치민과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대도시 지역에서 조차 최소 3~4일에서 일주일까지 소요되는 느린 배송 때문에 소비자들

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특히 당초 약속보다 지연되어 배송되는 일이 다반사여서 온라인 쇼핑에 대해 부정

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주요인이 배송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은 배송서비스를 전적으로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와 자체 보유 배송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용과 자체 배송서비스를 결합하여 이용하는 세 가지 형태를 활용하고 있는데 주

로 두 가지를 결합하여 이용하는 회사가 49%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현 규정에 따르면 법인과 조직 및 개인 모두 베트남 내에서 전자상거래 판매 웹

사이트의 소유와 운영이 허용되지만, 전자상거래 서비스 웹사이트는 법인만 허

용이 된다. 즉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소유·운영하려면 VECITA(베트남 전자

상거래 정보기술국)에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만 전자상거래 서비스 웹사이트의 

소유주는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활동은 소매유통업 및 대외

무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관련법의 규제의 대상이 된다. 

화장품, 식품 및 기능식품, 완구, ICT 제품은 정부의 특정 관리대상 물품이어서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담배, 가솔린 등 석유로부터 얻은 오일 제품, 

디스크, 테이프, 항공기 및 우주선 관련 부품은 직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
창업

물류
배송

통관

Coporation

Logistic

Customs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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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ada와 같은 선도 기업은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에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도시-지방간 네트워크 구축

을 포함한 물류 서비스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재 Lazada는 자체 배송팀 LEX와 외주업체를 둘 

다 활용하여 배송지역에 따라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빠르고 정확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발전은 최근 특송 서비스, COD(Cash-On-Delivery)를 제공하는 Proship, Giao 

Hang Nhanh, Peachsoft Group's COD 같은 중소 배송업체의 급성장을 이끌었고 이들은 다시 전자상거

래의 발전을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결제
pay

현금 결제를 가장 선호

결제·배달 통합서비스 COD 인기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에서도 현금 결제가 독보적인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다. 베트남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4년 8월말 기준 52개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은행카드 중에서 직불카드가 

92%를 차지했고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는 각각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 현금 결제 단말기 등 결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부족한데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불안해하고 물품 및 서비스 제

공업체 역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자금융 결제성장의 발달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베트남 소비자들의 높은 현금결제 비율은 구입 전 상품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의 결과로 보인다. 지급 결제

의 안전성, POS, ATM 등가 같은 단말기의 오작동, 인터넷 및 금융 분야의 낮은 보안 수준도 많은 소비자

들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이용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Kaspersky Security Bulletin 2014>의 정보보안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베트남의 뱅

킹 악성코드 공격을 받은 이용자 수는 세계 8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평판 좋은 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아니면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객은 카드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쇼핑객들이 현금결제수단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 COD(Cash-On- Delivery service)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결제·배달 통합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베트남 온라인 다수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자체 배달 서비스와 배송 전문 업체의 서비스를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이내에 경쟁적으로 설립된 해당 업체들은 사업규모에 따라 수십 명부터 천여 명의 배달 인력을 갖

추고 있으며 전문적인 배달서비스는 온라인 소매업자와 쇼핑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해당 물류회사들은 대부분 특정의 몇몇 해외 시장만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giaonhan247.com는 미국, 캐

나다, 영국, 독일, 호주 웹사이트의 온라인 주문을 전문으로 하며 Ordernhanh.vn는 한국, 중국, 미국, 캐

나다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의 온라인 상품 주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B2C 마케팅 포인트06
Vietnam

모바일 쇼핑에 미리 대응하라

하노이시와 북부지방 한국 브랜드에 우호적

베트남의 온라인 쇼핑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인

프라가 취약해서 PC에서 자료를 다운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모바일 속도

는 유선에 비해 10배 이상 느린 3G 통신망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저해요인

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 4G 통신망이 허가되고 2017년부터 서비스가 된다면 온라인 

쇼핑이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인구수 9천 1백만 명보다 높은 이

동통신 가입자 1억2천만 명 가운데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

는 고객이 4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온라인 쇼핑에 적극 참여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결제 방식은 현금에서 전자지갑으로 점차 보완되고 있으며 Viettel 등 이동통신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택배서비스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도로가 좁아 이동수

단을 주로 오토바이로 활용하는 베트남에서는 대형마트보다는 집근처의 재래식 

점포나 소형수퍼마켓을 많이 이용하는 풍습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으로서도 온라인 쇼핑 시장은 전망은 밝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고객의 97%가 다시 이용하겠다고 응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트남의 쇼핑객은 브랜드가 있거나 한번 사용해 본 제품이 아

니면 쉽게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 전자제품, 도서 등 규격화

되어 있는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 의류, 화장품 및 일

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비재 상품의 구매는 늘어날 것이 필연적이므로 이에 대

한 전략을 준비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미적 부분에 대해

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류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많

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 드라마와 K-POP은 한국 문화, 패션 스타일, 음식, 다양

한 상품을 베트남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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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화장품 및 뷰티제품
    한류 스타 영향으로 신뢰도 높다

▶ 식품 및 기능식품
    북부 지역 중심으로 인삼, 영지버섯 인기 

▶ 가정용품
    중국, 동남아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취약 

고가부터 저가 상품까지 다양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한류 스타들의 좋은 

이미지 덕분에 수많은 베트남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의 품질과 디자인에 대해 매우 신뢰하게 되었다. 

실제로 베트남의 연간 수입 통계를 보면 한국은 두 번째로 큰 화장품 수출국이다.

다양한 형태의 인삼 제품은 베트남에서 독보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건강식품이다. 일반적으로 북

부 소비자들은 남부 소비자들에 비해 인삼 제품을 더 높이 평가한다. 비슷한 제품으로 영지버섯 또한 

베트남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강하게 믿고 있어 베트남 내에서 인기 있다. 특히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보다 영지버섯을 더 많이 구입하고 선호했다. 

많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의 위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삼과 영지버섯 외에도 과

자, 간식, 김, 라면, 가공 식품, 사과, 배, 포도와 같은 한랭·온화 기후의 과일 같은 몇몇 한국 식품은 

성공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력적인 디자인과 고품질을 가진 한국 가정용품 역시 베트남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제품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비싸 베트남 내에서 한국 상품을 판매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국내 시장 내 한국 상품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락앤락 

플라스틱 밀폐용기와 글라스락 유리 밀폐용기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호치민시와 남부지방 소비자들에 비해 하노이시와 북부지방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나 한국

산 상품에 대해 더 애착을 갖는 경향이 많다. 호치민시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이 베트남에 들어오기 훨씬 오

래 전부터 미국, 유럽, 일본상 제품에 익숙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양브랜드의 제품을 더 선호한다. 반면

에 베트남 재통일 전 하노이 사람들은 구 소련 상품에만 익숙했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로 이러

한 상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북부의 소비자들은 더 좋은 품질과 디자인을 가진 한국 상품으로 빠르게 갈아

타는 경향을 보였다.

베트남에서 유망한 한국 상품들

 ▶ 전자 및 가전제품
     품질, 디자인 좋은 소형기기 유망

▶ ICT 기기, 오디오·비디오제품
    한국제품도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한다

▶ 패션 제품
    현지 생산- 현지 판매가 유리하다 

전자 및 소형 가전제품 분야의 한국 상품은 역시 가격이 비싸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상품에 비해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 상품은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좋은 평

판을 가지고 있어 한국의 새로운 소형 전자기기 브랜드는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베트남 

시장 내 몇몇 브랜드는 한국산이라고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대부분이다.

삼성과 LG는 베트남의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모니터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사

례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의 가격은 꽤 비싼 편이기 때문에 베트남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방

문하여 제품을 직접 살펴보는 것을 선호하며 온라인 구매 시에는 대개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종합

몰보다는 전자제품 전문 쇼핑몰을 골라서 방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K-POP의 영향으로 베트남 소비자들, 특히 10대와 청년층들의 한국 패션 스타일에 대

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경로는 극히 제한적이다. 가장 큰 원

인은 비싼 가격 때문이다. 한국의 의류, 신발, 핸드백 브랜드는 베트남 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서양 브랜드 상품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현실이

어서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 패션상품의 판매 촉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류 브랜드 한세

실업과 자회사인  Yes24.vn이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의류를 바로 현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

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한 대표적인 모델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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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여서 더 좋다! 
물품인도 후 결제

베트남 전자상거래 발전의 핵심, COD

| Giaohangnhanh.vn

| Shipchung.vn

| Sendo.vn

| Lazada

COD결제 흐름

매일 20,000명의 고객들로부터 들어오는 주문량(1만2,000~1만4,000건)을 이행하기 위해 인력과 물류 시설에 많

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5년 6월까지 400개의 지역에 COD 물류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7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000명이 직원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2년부터 자체 브랜드 COD 솔루션 제공하고 있다. 직접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포털 사이트를 

통해 우편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형태이다. 고객은 자신만의 선택 기준에 따라 여러 물류 제공업

체들이 공급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 Shipchung은 매일 30,000개 이상의 상품을 배송하는데 

그중 95%가 COD 배송이다.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COD 물류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매년 20~30%의 성장

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에게 좋은 배송, COD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모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배송 및 결제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100% 안전을 보증해주는 COD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Lazada의 물류 전담기업인 LEX(Lazada Express)는 6개의 아세안 국가의 80개 도시에 COD서비스를 포함한 신

속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 8개의 창고와 50개의 물류센터를 두고 60개의 택배회사와 협력하고 있다. 자체 물

류팀 외에도 전국 64개의 지역 내 고객들이 쉽고 만족하며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VNPost, Viettel Post, 

giaohangnhanh.vn 등과 협력중이다.

알고 갑시다!

일본, 인니에서도 선호하는 방식

COD 도입 후 온라인 쇼핑 신뢰

3년 내 물류분야 황금기 예고

COD(Cash On Delivery)는 판매자가 상품을 출고시킨 후 상품이 구매자에게 도착하면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아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무역에서는 고가의 상품, 즉 동일 상품일지라도 색상이나 가공방법, 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보석류와 귀금속, 기타 물품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온라인 쇼핑 시 구매자는 미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확인 후 물건 

값을 치를 수 있으니 보다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날로그 방식에 가깝지만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지불형태로써 일본의 

소비자들은 편의점 지불방식(38.9%)과 함께 COD방식(43.8%)을 아직까지도 많이 선호하고 있다. 

특히 결제 인프라가 취약했던 베트남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결제시스템이 바로 COD

이다. COD가 도입되기 이전인, 불과 3~4년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무척 

낮았다. 게다가 초기의 중국처럼 신용카드 보급률이 무척 낮았고, 인터넷뱅킹 이용률 또한 낮았다. 

이러한 결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베트남에서는 제 3자 물류 파트너가 물품을 구매자에

게 배송하고, 판매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수금하는 방식인 COD 서비스를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표준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등 온라인 상거래를 위한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어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자상거래를 위한 발판

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COD 서비스는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베트남 전자상거래만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으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여 개의 큰 COD 서비스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시장의 빠른 성장률을 감안할 때 신규 기업의 진출을 

수용할 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시장은 2, 3년 내에 급격히 성장해 이후 성숙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

며 2016~2017년쯤은 물류분야 진출의 황금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COD 진출 기업

COD

판매자

주문

접수

물류회사

물품

접수

배송
판매자에게

대금

송부



ROAD 5 – 인도네시아편

동남아시아의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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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용자 중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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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최다구매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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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시장 동향01
Indinesia

인도네시아

2019년까지 광대역 발전 계획 밝혀

온라인 쇼핑의 태동기 시장

이와 관련 금년 초 인도네시아의 루디안따라와 정보통신부장관은 2019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 가는 두 번째로 빠른 인터넷 국가가 되는 것을 목

표로 단계적으로 많은 투자를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대역을 발전시켜 

산업 효율성을 촉진하고 느린 인터넷 속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4G /LTE 서비

스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 보안과 전자시스템과 

관련해서도 국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관료주의 개혁부와 협력하여 기술과 능력

을 구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생태계, 국가적인 지불수단의 개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 내에 1,800MHZ 주파수의 4G 상업

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인구

수(2억 5천만 명)를 보유한데다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50%를 차

지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광대역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인터넷 이용률과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비약적으로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모바일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2013년에 3억 369만 명을 기록하여, 인구 

100명당 121명이 가입한 꼴로 나타났다. 3G/4G 서비스 가입자는 2,950만 명

을 기록하여, 전체 무선통신 시장의 9.7%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의 브로드밴드

(Broadband) 인터넷 사용 인구는 2013년에 510만 명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2013년에는 6,400만 명, 2014년에는 약 7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도

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되지만 10여 개의 신생 사이트들이 아직까지는 흑자시

대로 돌입하지 못한 채 각축하는 온라인 쇼핑의 태동기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인도네시아 유통시장에서 점포형 유통(오프라인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8%이며, 

직판, 인터넷쇼핑, 홈쇼핑 등 비(非)점포형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非)

점포형 유통시장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은 직판(Direct Selling) 형태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

터넷쇼핑은 24%, 홈쇼핑은 1%를 차지하였다. 

점포 유형별로 최근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직판시장은 2013년에 전년대비 6%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인터

넷쇼핑은 27%, 홈쇼핑은 424%의 성장을 기록했다. 아직은 홈쇼핑시장이 대세로 굳혀져 있지만 인터넷 쇼

핑의 성장세가 소폭으로 약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보급은 주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

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500만 명 수준이었던 인터넷 사

용인구가 2013년에 4,5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약 1억만 명에 가

깝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된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2억 5천만 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한민국의 두 배에 가까운 인구수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이용 현황

인도네시아 유통시장 현황

비(非)점포형 유통시장 성장률

(단위 : 십억 루피아)

 * 출처 : Euromonitor

 * 출처 : Euromonitor

구분

온라인 쇼핑객(백만명)

거래액(US$ 백만)

거래건수(백만)

2012

5.9

266

12,103

2013

6.4

478

19,109

2014

7.04

776

28,648

구분

점포형 유통

비점포형 유통

총계

2008

899,122

11,802

910,924

2009

966,373

13,997

980,371

2010

1,064,040

16,896

1,080,937

2011

1,195,663

19,756

1,215,419

2012

1,346,189

22,216

1,368,405

2013

1,506,002

24,714

1,5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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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기 품목은 소형가전, 패션, 미디어제품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주고객은 15~35세의 중산층이 많았으며 이들은 주로 집(63%)과 사무

실(25%)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고객들은 주로 할

인상품을 찾는 패턴을 보였으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비중이 절

반을 차지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생활가전, 의류·신발, 미디어제품 등이다. 그 외에 책, 장난

감, 스포츠용품, 가구, 음악기기, 자동차용품 등이 판매되고 있지만 점유율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최근

엔 IT제품(Bhinneka.com), 패션(Zalora), 카메라·사진관련 제품(Bursa.fotografer.net) 등 특정 품목에 

특화된 온라인 쇼핑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은 2% 정도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

이다. 이들 중 모바일을 사용해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43%이며 나머지 55%는 컴퓨터를 이용

해 구매를 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모바일 네트워크가 아직 불안정해 자신들이 선호하는 SNS 접속이 어렵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모바일 쇼핑은 점차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인터넷 쇼핑몰 기업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속속 출시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19년 쯤 모바일 쇼핑이 전체 인터넷 상거래의 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니 소비자들은 해외 온라인 직구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알리바바 등 세

계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2014년 기준 약 7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10여개의 신생 사이트들이 아직까지는 흑자시대에 돌입하지 못한 채 

각축하는 온라인 쇼핑의 태동기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주 고객은 15~35세의 중산층이 많았으며 

이들은 주로 집(63%)과 사무실(25%)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고객들은 주로 

할인상품을 찾는 패턴을 보였으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품목별 매출 현황

(단위 : 십억 루피아)

 * 출처 : Euromonitor

구분

의류, 신발

전자, 가전제품

식음료품

생활 주방용품

미디어 제품

액세서리 및 주얼리

2009

-

785.9

-

27.2

109.3

-

2010

-

1243.7

-

38.6

153.6

16.4

2011

92.6

1743.7

-

54.0

222.8

36.1

2012

336.2

2229.9

6.4

89.2

314.2

69.7

2013

859.2

2468.7

45.2

134.2

429.7

105.3

2014

1879.9

3063.3

103.9

191.6

578.6

150.4

특화된 품목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  * 출처 : Euromonitor

인터넷 쇼핑 몰

Bhinneka.com 

Zalora.co.id

Kawanlamaonline.com 

Rumah123.com

Tiket.com

Dinobar.com

Bursa.fotografer.net

집중 제품군

IT 제품

패션

산업용 기기

부동산

호텔, 여행, 엔터테인먼트 티켓

꽃, 선물

카메라, 사진 관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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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오픈마켓 1위 오엘엑스(OLX.co.id)

대표적인 종합몰 Tokopedia

특화된 전문몰 Bukalapak

글로벌 오픈마켓 Rakuten.co.id 

오엘엑스는 또꼬바구스(Tokobagus)의 새로운 이름이다. Tokobagus는 순 인도

네시아 단어로 '좋은 상점'이란 뜻인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겐 많은 사랑을 받았

지만 인도네시아 브랜드 네임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브랜드 네임을 전면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엘엑스는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C2C 겸 B2C 

오픈마켓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e-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

고 있다. 오엘엑스 관계자는 월별 10억 이상의 페이지 뷰 달성, 매일 5만 건의 

새로운 포스팅 등록, 소비자가 1회 방문 시 평균 25페이지를 둘러보고 있다고 

자체 집계를 밝혔다. 홈페이지는 불필요한 그림 및 글을 줄이고 깔끔하게 카테고

리를 분류하여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오픈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

징이다.

2009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종합몰이

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제

품을 취급한다. 현재 약 330만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매달 약 200만 개의 제품이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된다. 

영업 첫해 총 수익 60억 루피아를 기록하였으며 현

재 일일 총 거래는 10억 루피아 규모인 것으로 알려

졌다. 결제 방식은 구매대금을 사이트에서 먼저 받

아서 물품에 이상이 없을 경우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전거래를 하고 있다. 

2011년 오픈한 쇼핑몰로 보석, 자전거 액세서리, 카

메라 액세서리, 책, 생활용품, 취미용품, 개인 관리

용품 등 주로 취미용품이나 생활용품 편집매장이 집

중적으로 입점해 있다. 15만 명의 판매자와 150만 

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일일 총 거래는 약 70

만 건 수준이다. Bukalapak측은 2014년 기준 일평

균 거래량이 매일 5억 루피아 규모라고 밝혔다. 

2010년 오픈한 일본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오픈

마켓이다. 패션, 식음료, 유아&어린이용품, 시계& 

보석, 가정용품, 인테리어용품, 컴퓨터&오디오, 스

포츠&음악, 자동차, 서적&문구류 등 14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4월 라쿠텐인도네시아의 총 매출액은 전

년대비 204%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주문 건수는 

182%, 바이어 수는 243%, 모바일 종합소매점 판매

율은 22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커머스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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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1위 종합몰 Lazada.co.id

한국형 글로벌 오픈마켓 Qoo10.co.id

2013년 12월 오픈한 독일 기반의 종합쇼핑몰이다. 

자동차, 전자기기, 컴퓨터, 홈&리빙, 패션, 건강, 뷰

티 제품 등 대략 20만 개의 물품이 13개의 주요 제

품 카테고리와 약 4천 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나뉘어

져 있다. 

거의 모든 제품 군을 다 취급하고 있지만 전자제품

에 특화된 쇼핑몰 성격이 강하다. 판매자와 구매자

의 비중도 의류나 생활용품보다는 전자제품에 치중

되어 있다. 라자다 인도네시아의 한 달 총 거래액은 

210억 루피아 정도이며 순이익은 21억 루피아 정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3월에 오픈한 큐텐인도네시아는 현재 

규모 면에서는 4~5위권이지만 흑자를 실현하고 있

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큐텐인도네시아의 현지 알

렉사 순위는 130위 내외, 회원 수는 120만 명이다. 

하루 방문자는 20만 명이고 사이트 트랙픽은 평균 

200만 페이지뷰에 달한다. 거래량은 매달 250만 달

러 이상(320억 루피아)으로 알려졌으며 큐텐인도네

시아에서 주로 잘 팔리는 제품은 화장품, 패션상품, 

휴대폰과 액세서리 상품 등이다. 전체 판매자 수는 

약 2,000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 셀러는 300

여 명, 한국 상품의 비중은 10%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청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OVOP(One Village One 

Product)에 참여하고 있다. OVOP 프로그램은 지역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한 소득 증대 프로그램으로 인도네

시아 정부가 100개 마을을 선정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큐텐인도네시아는 쇼핑몰을 통해 해

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카르타 및 거대 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온라인 쇼핑 영역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한국 채널03
Indinesia

토종 한국기업 YES24인도네시아

11번가에서 출자한 종합몰 elevenia

국내 한세실업의 지주회사

인 한세예스24홀딩스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현지에 개

설한 종합쇼핑몰이다. 도서, 

음악, 화장품, 패션, 액세서리, 

리빙&라이프, 전자기기, 문구

류, 선물용품 등을 망라한 모

든 소비재 상품을 취급한다.

YES24인도네시아 관계자는 패션 의류나 액세서리보다는 가방 등의 패션 소품

과 국내 화장품이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인구 

중 80% 이상이 무슬림을 믿는 국가여서 여성들이 주로 히잡을 쓰고 다니기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YES24인도네시아의 매출은 매년 300% 전후 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

elevenia는 한국의 SK플래닛

이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사 XL 

AXIATA TBK사와 합작법인

을 설립하여 만든 오픈마켓이

다. 국내의 11번가의 시스템

을 인도네시아의 소비자 이용

행태와 시장에 맞게 현지화해, 

웹과 모바일에 최적화한 오픈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elevenia에는 약 200만 개 이상의 상품이 등

록되어 있으며 일자별 특가상품, MD 추천상품, 유명 브랜드 상품, 그리고 한류 

상품 등 다양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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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한국 제품 선호도가 모두 높은 한류 성숙지

역에 해당된다. 화장품, 의류, 식품 품목 등 한류에 많이 노출된 그룹의 제품 선

호도가 미경험 그룹보다 약 5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제품은 주로 주방용품, 가

전, 패션 제품이다. Lejel 홈쇼핑(한인기업)은 해피콜 그릴구이기, 아남카리타스 

시계 등을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으며 NNC SHOP의 경우 락앤락, LG전자 제품, 

휴롬의 소형가전, Chefline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니 소비자에게 한국 제품은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중

국 제품과 비교해서 고급스럽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인니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은 한국 보다는 크게 

낮아 가격에 민감한 편이며 아직까지 한국 제품의 온라인 구매는 일부 저가 상품

을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

거나 제품 사양이 필요 이상으로 고스펙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니 소비자들은 한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 최근 몇 년 새 현지에 진출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굳혀나가고 있는 일레브니아, 큐텐인도네시아. YES24

인도네시아 등 한국계 온라인 쇼핑몰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2011 문화한류 전략적 국가브랜드맵(KOTRA)

주요 소비재 유통 외국인 신규 설립 불가

한-ASEAN FTA 체결이후 교역량 증가

2014년 4월 발효된 개정판 네거티브 리스트(대통령령 NO.39)로 외국기업 온라

인 쇼핑업체의 신규 설립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대통령 공표 이전 설립된 업

체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일부 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였

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산업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자제품, 신발, 섬유, 장난감 및 음식 등의 소비재를 판매하는 유통 점

포 운영(온라인 점포 포함)의 외국인 투자를 전면금지 하고 있다.

한-ASEAN FTA 체결이후 한국과 ASEAN 국간 교역량은 증가했다. 인도네

시아의 경우 단일국으로는 ASEAN 국가 중에 최대의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

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07년 일본과 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

결하여 한국과 경쟁 분야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ASEAN FTA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사업
창업

FTA

Coporation

인도네시아

E-커머스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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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화장품은 식약청 등록 필수

카드 사용률 낮고 계좌이체 가장 선호

인도네시아의 배송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쇼핑을 한번 하러 나가기도 불편한 현지에서 온라인 쇼핑은 생활

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교통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 주문된 물

건을 배송지에 제대로 전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한 지도가 적을 뿐더러, 주소

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 배송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열악한 도로, 철도, 배

송 인프라의 미비, 도시 지역의 상습 교통체증은 온라인 쇼핑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이들 

제품의 홈쇼핑 또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보유 비중이 낮아 온라인 쇼핑을 할 경우 신용카드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화폐 결제 또한 수수료가 비싸서 이용이 낮은 편이며 주로 은행 간 계좌이체

(65%)나 물품인도 후 결제 방식인 COD 방식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적용되지 못하

는 것은 온라인 진출 기업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인니 주요 시중은행인 BCA 등이 인터넷 쇼핑 전용 결제시스템을 도입 중이며 Lojai.com, Zalora.

co.id, Lazada.co.id, Bhinneka.com, Rakuten.co.id 등의 쇼핑몰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PT. Veritrans Indonesia (Veritrans), PT. Indonesia Payment Solution (Inapay), PT. Interaksi 

Intimedia (ipay88), PT. Nusa Satu Inti Artha (Dokupay) 등 전문 결제서비스 업체도 등장하고 있는 추

세이다.

통관
물류

결제

Logistic

Pay

온라인 결제 수단 비중 * 출처 : Veritrans, November 2013

인도네시아

06
Indinesia

스펙 단순화시킨 저가 제품으로 공략

전화나 메신저를 신뢰하는 인니 소비자들

SNS를 마케팅 창구로 적극 활용하라

인니 소비자들은 한국의 의류나 패션잡화 외에도 소형 생활가전에 특히 높은 관

심을 보였다. 디자인과 품질 면에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서 구매를 망설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공급 

조건이 안 맞는 것이다. 인니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기능을 단순화 시키되, 합리

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는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온라인보다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을 더 신뢰하는 인니에서는 젊은 층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 경험이 전혀 없는 소비자들이 흔하다. 반품이나 환불에 대

한 쇼핑몰의 정책을 명확하게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바로 물

건을 구매하기를 꺼린다. 마음 놓고 구매할 안전장치가 필요한 인니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기 보다는 메신저나 전화를 이용해 상담을 하고나서야 

구매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들은 이 부분을 통한 고객CS를 강화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는 400여개의 크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다. Daily Social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네티즌이 가장 선호하는 인터넷 쇼핑 방식은 

Facebook을 통한 구매이며 응답자 중 50%가 넘는 대상이 Facebook을 통해 온

라인 구매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니에 진출한 기업들은 SNS를 통

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B2C 마케팅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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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출원서로
복수국가 동시 출원 가능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하려면?

특허청-국제사무국-각국 특허청 연계

알고 갑시다!

온라인의 부작용, 카피제품!

1국가 1특허의 원칙

제조업체 대표 L모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기 회사의 제품을 미국의 특정 채널 한 곳에서 판매

하였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채널과 전혀 상관없는 중국, 미국 등지의 유명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똑같

은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아차! 싶었지만 때는 늦었고 뒤늦게나마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서두르

는 수밖에 없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전자상거래가 국경 없는 유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긴 대표적인 부작용 중의 하나가 바로 상표권 도용, 짝

퉁 상품의 난립이다. 이는 경계 없이 세계에 오픈되는 온라인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상표와 디자인,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

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놓아야 한다.  

속지주의 원칙상 각 국가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

라에 출원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을 취득하여야만 한다.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1국가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하나의 절

차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Madrid, 상표협력조약), 헤이그(Hague. 디자인출원조약) 등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과정의 절차는 거의 비슷하다. 국내에 소재한 특허청에 표준화된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한국 

특허청은 해당 출원서에 대하여 심사를 거친 뒤 국제사무국(WIPO)으로 송부한다. 국제사무국은 해당 권리

를 취득하고자 하는 각 국가로 다시 보내어 각 국가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치게 된다. 각국에서 심사가 완

료되면 국제사무국으로 회송이 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

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마드리드 상표출원의 경우 중국에서는 1개 상표에 1개 상품을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

로 여러 상품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는 각 류마다 따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헤

이그조약(2014년 7월)은 91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마드리드 조약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모든 국

가가 가입되어 있는 PCT조약에 비해 아직은 가입국 수(62개국)가 적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 강국으

로 꼽히는 중국과 일본이 현재 가입을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국제출원 당시 가입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헤이그 국제출원의 경우 유럽국가에 비해 디자인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미국에서는 동시출원을 

하여도 등록이 인정되지 않거나 디자인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다시 미국에서 

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전통적 해외출원 방식(좌)과 국제기구를 통한 동시 해외출원 방식(우)

Patent Law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5개 국가의 생활수준과 수입현황, 온라인 쇼핑몰 판매 추이, 

향후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별로 유망한 B2C 수출 유망 품목 100개를 선정했다. 

*(註)미국, 일본, 베트남 각 20개 품목. 중국 25개 품목, 인니 15개 품목. 일부 오프라인 수출 유망 품목을 포함하였음

미국

B2C 유망 품목 100選 

B2C 
HOT Information

품목명

여성 화장품

화장용 퍼프 및 패드

화장용 브러시

유아용 의류

백팩(배낭)

문구류

휴대폰 케이스

품목명

어린이 장난감

애완동물용품

양말, 레깅스

가정용 건강관리기기

플라스틱  밀폐용기

가정용 수공구 키트

헤어드라이어

장신구(주얼리)

라면

네일 스티커,

네일 관리용품

스낵류

여성 의류

남성 의류 (면 셔츠)

HS Code(4단위)

3304

9616

9603

6209

4202

4817

3923

4202

HS Code(4단위)

9503

4016

6115

8471

3924

8207

8516

7117

1902

8214

1905

6206

6106

6205

선정사유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브랜드 인지도 상승

·미국을 대표하는 쇼핑몰 아마존에 한국 상품 수요 증가로 K-Beauty 

   카테고리 별도 구축

·한국산 화장품과 메이크업 스타일 인기 상승으로 미용도구에 대한 수요도 증가

·배송 및 보관이 용이해 B2C 판매에 적합

·한국 미용도구 온라인 쇼핑몰과 블로그 인지도 상승

·한국 제품 가성비, 디자인 호평

·한인 밀집지역 오프라인 중심으로 판매량 증가

·한류 확산으로 아시아계, 남미계 젊은 층에게 인기

·오버사이즈-스퀘어(사각형) 스타일의 백팩은 코리안 스타일로 알려져 입소문 확산

·수첩, 공책, 메모장 등 모던한 디자인의 필기도구와 샤프, 볼펜 등 

   심이 얇은 필기구 인기

·국산 캐릭터 인기 높아 문구류에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 예상

·한국산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 인지되기 시작 

·의류 브랜드업체들의 OEM수요도 발생 

·아마존, 이베이에서 한국 셀러들 판매량 우수

선정사유

·대형 오픈마켓에서 판매량 증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불신으로 한국 제품 수요 증대 가능성

·애완동물용품 시장 지속적 성장으로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

   www.wag.com 등 비즈니스 활성화 

·한국산 면 소재 만족도 높고 판매량 증가세

·심박수, 칼로리 소비, 운동거리 측정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는 

    FDA 승인 필요 없음

·미국 소비자 생활체육 참여도 높아 휴대용 건강관리기기 수요 높음

   특히 온라인 구매력 높은 젊은 층에 인기

·미국 경기의 장기 침체로 외식 수요 줄고 가정식 늘면서 음식 보관용기 수요 증가

·한국산 밀폐용기 인지도 높음

·배송 및 보관 여건상 유리재질에 비해 유리

·미국 소비자 온라인 공구 구매비율 높으며 

   특히 배터리 내장형 드릴 공구의 수요가 높음

·미용제품 오프라인 소매점 감소로 온라인 구매 증가

·구매 결정에 부담 없는 가격. 아마존에서는 무료 배송 및 반품 제품으로 인기 

·한국산 주얼리 디자인 호평

·온라인에서 한국산 패션/잡화 카테고리 인지도 상승

·미국 시장에서 젊은 세대 중심으로 라면과 용기면 구입하는 경향 증가함

·대형 마트에서 저가의 일본 라면에 비해 품질 우월로 한국산 라면 선호도 증가

·경기부진으로 네일살롱 이용 고객들이 가정에서 네일 케어 시작

   DIY 케어도구 수요 증가

·저가 제품에서 점차 중고가 제품으로 이전하는 양상

·대형 한인마트 중심으로 한국 과자류 판매 증가

    www.graze.com 스낵류 배달 사이트 인기

·미국 과자와는 차별화된 식감과 맛으로 아시아계와 남미계 고객 증가 추세

·미국 주류마켓에 아시안 푸드코너 설치 증가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동반 구매 가능성 높음

·반품 보장으로 온라인 스테디셀러 품목

·한국 의류 저가 소재로 패션 디자인 뛰어나다는 인식

·셔츠와 같은 기본 의류는 매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인 구매하는 추세 

·아마존, 이베이에서 남성의류 판매 전문 한국 파워셀러들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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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품목명

유아용 카시트

영유아 보조식품

마스크

양념소스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아웃도어

건강식품

정수기

영유아 의류

기저귀

플라스틱 용기

유리 밀폐용기

HS Code(4단위)

9401

2104

6307

2103

8421

8516

6112

2106

8421

6209

9619

3923

7013

선정사유

·'1가구 1자녀 정책' 실질적 폐지로 아동인구 연평균 12% 내외 증가세

·2014년 9월부터 아동용 카시트 제품에 대해  '상품강제인증제도(CCC)'를 

   적용하면서 아동용 카시트에 대한 규제 강화로 고품질 수입산 제품 수요 증가 추세

·2015년 영유아 보조식품 시장규모는 100억 위안 예상. 전체 영유아 식품 

   시장에서 보조식품 시장 점유율 10% 내외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큼

·최근 스모그 현상의 잦은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 20% 이상 증가 

   2018년 53억 위안 규모 예상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외국산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있어 시장 전망 밝음

·요리천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다양한 소스와 풍부한 양념을 사용하는 관습이 있음

·'간편함'과 '신속함'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홈메이드 요리> 선호 추세로 

   양념소스 수요 증가

·최근 심각한 스모그 현상으로 가정용 뿐만 아니라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공기청정기 시장 호조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단순한 압력밥솥이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두루 갖춘 

   전기밥솥 수요 증가 

·같은 음식 문화권인 한국 및 일본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 

·중국 소비자의 소득 증가로 레저용품과 아웃도어 상품 수요 증가 추세 

·영화, 드라마를 통해 아웃도어에 대한 인식 확산

·중국의 보건식품 산업이 초기 단계이고 모조품과 불량품이 많이 유통되어 

   수입산에 대한 선호도 높음

·건강식품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비관세 장벽 또한 FTA발효 이후 점차 완화될 전망

·수질 오염은 중국에서 중요한 환경이슈이며 식수 안전이 중국인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수기 수요 증가 추세

·중국의 4억 가구 중 가정용 정수기 사용률은 5%에 불과해 향후 성장 가능성 풍부

·'1가구 1자녀 정책' 폐지와 젊은 부모 층의 소득 증가로 영유아 관련 제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성장

·중산층 증가로 외국산 수입 의류 수요 증가

·아직까지 미국, 유럽, 일본산에 비해 선호도는 낮으나 최근 B2C 해외직구 

   쇼핑몰의 급속한 성장과 제2의 한류 붐을 타고 한국산에 대한 인식도 상승

·젊은 엄마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산 기저귀가 품질과 안전성

   디자인 등에서 두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한국산 밀폐용기 평균 160%의 수출 증가율을 보임

   락앤락을 필두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

품목명

화장품

여성 의류

남성 의류

가방류

샴푸

식기세척기

가정용 전기기기

과일주스

액세서리

휴대폰

노트북

사탕

신발류

장난감

HS Code(4단위)

3304

6203

6204

4202

3305

    

8422

8509

2009

7117

8517

8471

1704

6403

9503

선정사유

·타오바오, 티몰, 징둥, VIP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화장품 판매점유율 1위

·한국화장품의 중국 수출은 2009년 이후 6년 연속 흑자 기록중이며 흑자폭도 

   확대되는 추세(중국 10대 화장품 수입국 중 4위)

·한중 FTA 협약으로 수입관세 인하  

·패션의류에 한류 붐의 영향이 남아있고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한국스타일'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하는 의류에 대한 선호도 높음

·2013년 티몰 국제관 Top 50 브랜드 중 한국 의류 브랜드가 20개 이상 선정됨

·수입 관세 50% 가까이 인하

·2015년 한국 가방류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대비 35.3% 증가한 1,900만 달러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

·한국 가방은 품질과 디자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많음

·심플한 것부터 화려한 디자인까지 다양한 종류에  만족도 높음 

·샴푸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수요가 높은 품목으로 타오바오, 징둥 등에서 구매율 높음

·한방 성분 등으로 특화된 한국산 샴푸 인기 

·온라인 구매 시 우편세만 부담하는 유리한 조건

·최근 중국인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연평균 27% 시장 규모가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주목받는 품목인 반면 현재 보급률은 1%

   (미국 보급률 70%)로 향후 시장 잠재력이 큼

·믹서기, 녹즙기 등 한국의 가정용 전기기기의 간편한 사용 방식이 

   현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가전기기 전문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소비자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음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고품질, 고농도의 순수 과일주스가 인기를 끌고 있음

·중국 자체적인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 과일주스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중국 내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 

·타오바오, 티몰 등에서 구매량이 꾸준히 상승

·2015년 기준 모바일 이용자는 10억 만명 이상으로 추정. 금년 내 4억 4,350만대 

   이상의 휴대폰이 팔릴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90%가 스마트폰으로 예상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브랜드 신제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음

·최근 전 세계 노트북 출하량이 하락한데 비해 중국 판매량은 3,300만 대로 

   전년대비 8.55% 증가

·인터넷의 보급으로 농촌시장에서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 세계 평균 1인당 연간 사탕 소비량은 3kg인데 비해 중국인의 연간 소비량은

   0.7kg에 불과해 잠재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저렴한 사탕보다는 몸에 무해한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 뚜렷

·2009년 이후 신발류의 온라인 시장 규모 꾸준히 증가

   2016년엔 1,850억 위안 규모 예상

·외국 브랜드에 대한 높은 관심이 구매수요로 이어지고 있음

·중국의 14세 이하 아동 인구는 3억 명으로 아동에 대한 지출이 가정 총지출의 30%에 달함

·중국 장난감 시장 해마다 10% 이상 꾸준히 성장

B2C 
HO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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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품목명

기초화장품

코스튬플레이

의상

전자담배

패션 컬러 

서클렌즈

테마식품 양념

유기농 방향제

여성용 

패션 수제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순면 생리대

품목명

여성 청결제

오거닉 샴푸

건강보조식품

고급 노트

기저귀등

유아용품

아웃도어용

축전지

각질제거 비누

패션 레인부츠

레토르트 식품

새니타이저

(손세정제)

마스크팩

HS Code(4단위)

3304

6204

8543

9001

2103

3307

6403

8509

9619

HS Code(4단위)

3401

3305

2106

4802

4818

8507

3401

6401

2106

3402

3304

선정사유

·화장품은 일본 내에서 드럭스토아(27.9%/1위) 및 전자상거래(13.2%/2위) 

   유통 비중이 높은 품목

·한국 화장품은 천연성분, 오거닉 등의 키워드로 각광받고 있어 트렌드 선도 가능

·10년 이상 야후, 옥션 사이트에서 일본 국내 판매대행사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온 품목

·소량 다품종 제품군, 수공업적 제조 공정 등 품목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아 

   한국제품이 일본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유리

·담배세 인상, 소비세 인상, 흡연 관련 각종 규제로 종이담배 감소세

·전자담배 수요로의 시프트가 기대되는 데 비해 일본 및 해외업체를 불문하고 

   대형업체의 시장 장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컬러 콘택트렌즈 발상지로서 한국 브랜드의 선진적 위상이 확립되어 있는 미용 제품

·이미 다년간 병행수입 형태로 일본 소비자들의 검증을 거친 상태이며 

   일본 제품에 비해 다양한 컬러, 디자인, 라인업이 출시되어 시장 선도 가능

·일본의 양념류 시장 규모는 약 0.9조엔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채널의 

   유통경로로 제품 공급이 가능하여 초기 시장 진입이 용이

·떡볶이, 양념치킨, 불닭 등 지명도 있는 한국음식의 맛을 간단히 재현할 수 있는 

   제품군이 유망

·아로마 등 천연 제품이 호조를 보이는 추세

·드럭스토어, 전자상거래 유통경로로 제품공급이 가능하여 한국업체 

   B2C 론칭 장벽이 낮은 편임

·일본 수제화 시장은 고가 제품과 저가 캐주얼 제품 사이에 

   중가 패션 구두 라인업이 빈약한 양상이므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유망

·'하이브리드 힐' 계열 제품군이 유행 중임

·한국에 비해 분리수거 기준이 엄격하지 않지만 점차 강화되어 가는 추세

·파나소닉을 제외하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선택지가 매우 협소한 상황

·검증된 한국 제품군 투입으로 시장 선점이 가능 

·전체적인 생리대 시장은 조금씩 축소되는 양상이나 피부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고단가 제품은 호조를 보이는 추세

·오거닉 소재 100% 순면 제품 또는 한방 소재를 활용한 한국 브랜드 제품군 시장성 있음

선정사유

·여성 청결제는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품군으로 수년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한류 팬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 만족도가 높음

·일본 내에서 논실리콘 제품과 두피 케어 제품 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

   늘어나는 양상임

·한국시장에서는 오거닉 소재의 논실리콘 소재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 

   시장 공략 유망

·고령층의 증가로 건강보조식품의 수요 꾸준히 증가

   2014년 일본 시장 규모는 7,208억 엔

·한국 식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정착

·최근 한국에서 유행한 발효 콩, 상황버섯, 마늘 등을 이용한 제품 유망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볼펜류 제품과는 대조적으로 

   노트류는 정체된 양상 

·고급 중성지를 사용한 품질 개선으로 중가 라인업을 공략하면 유망

·환경 호르몬, 오거닉 등의 키워드로 한국 어머니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킨 

   한국의 다양한 유아용품 라인업들은 향후 일본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음

·일본에서도 다양한 축전지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과 연계된 

   거치형 축전지 제품이 주류이며 휴대형 제품의 선택폭이 풍부하지 않음

·일본에서는 축전지에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비상전원으로서 기능을 요구하여 

   AC 컨버터 탑재가 필수 사양임

·'때밀이 비누'로 100엔샵 '다이소'를 통해 이미 소량 유통되고 있으며 

   이용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

·한국을 방문하는 20~30대 일본 여성 여행객들 사이에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

·비가 잦은 일본 기후와도 잘 맞는 전략제품으로 기능화 시장을 공략하면 유망

·한국의 레토르트 식품은 삼계탕, 갈비탕 정도에 머무르던 메뉴가 

   추어탕, 뼈다귀 해장국, 부대찌개 등으로 메뉴의 종류와 질이 다양하게 확장됨

·일본의 1-2차 한류 붐 시기에는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본고장 한식메뉴로 

   새로운 판로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일본의 손 세정제는 주로 소독 목적에 국한된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잔향이라는 키워드에는 아직 주목하고 있지 않음

·한국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출시된 다양한 잔향의 휴대용 스프레이 타입 제품은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도 인기를 얻고 있음

·일본은 평소에도 마스크팩에 대한 수요가 높은 나라로 드럭스토어 및 

   전자상거래 유통 비중이 높음

·천연성분, 오거닉 소재로 고급화한 한국의 마스크 제품으로 

   고품질 시장을 겨냥하면 전망 있음

B2C 
HOT Information

알고 가자! B2C · 137B2C해외직판 가이드북 ·136



베트남

품목명

화장품-미백크림

화장품-클린징폼

화장품-썬크림

아이스크림

김

생활가전-선풍기

가전-밥솥

아동 장난감

밀폐용기

냄비 및

주전자세트

남성 정력제

건강식품

다이어트식품

품목명

손목시계

운동기구

스팀다리미

홍삼제품

다(茶)류

여행가방

라면류

스낵류

HS Code(4단위)

3304

3304

3304

2105

2106

8414

8516

9503

3924

3924

2106

2106

HS Code(4단위)

9101

9506

8516

2106

2108

4202

3304

3304

선정사유

·베트남 여성들은 흰 피부를 선호하여 화장품 군  중에서 판매량이 높음

·50만 동 이하라면 가격 경쟁력 있음

·호치민, 하노이 등 오염된 대도시에서 남녀불문 사용도 높은 제품

·저렴하고 품질 좋은 한국 제품 명성이 높음

·흰 피부에 관심이 높은 베트남 여성들은 일조량이 많은 기후 특성상 

   자외선과 홍조를 피하고자함

·베트남에는 베스킨라빈스 등 글로벌 브랜드와 태국산 아이스크림이 진출해 있음

·대부분 편의점에는 한국산 아이스크림을 판매함

·김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과 스낵처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조미김이 베트남 시장에 안착하고 있음

·베트남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서도 많이 활용되며 많은 종류의 한국 김이 

   전시판매되고 있음

·한국 생활가전의 품질과 디자인에 대해 베트남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

·더운 날씨와 우기에 습도를 낮춰주는 생활필수품으로 베트남에서 대중화된 생활가전임 

·현재 베트남에서는 한국 밥솥이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는 추세. 사용하기 편리하고

   디자인이 예쁘며 품질이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음

·중국산 장난감에 사용된 인체에 유해한 페인트 등으로 안전한 장난감에 대한 수요 증가

·애니메이션이 활용된 한국산 장난감이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반응이 좋음

·소득이 증대되면서 점차 유아와 아동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대하는 현상

·디자인과 품질로 베트남 소비자에게 어필하며 한국 제품 락액락이 인기를 얻고 있음

·물을 끓여 마시며 커피, 차를 많이 마시는 풍습

·중국산에 대해서는 코팅이 잘 벗겨지는 등 불신감이 늘고 있어 

   품질과 디자인이 좋은 한국산이 경쟁력이 있음

·베트남 남성들은 남성정력제에 관심이 많음

·평소 음주를 많이 하는 데 비해 운동시간이 부족하여 빠르고 간편한 건강식품으로

   보충하려 함

·베트남 여성들은 날씬한 체형을 선호하되 운동량이 많지 않음

·한국 연예인들의 인기가 높아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선정사유

·베트남에서는 허례허식 관습 상 결혼식이나 주요 행사에 시계를 많이 착용하며 

   평소에도 액세서리로 선호

·신분 과시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제품에 비해 고가제품 수요 있음

·베트남 사람들은 헬스장보다는 집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구비하는 것을 선호하며 

   집들이 작아서 공간 차지를 작게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

·베트남 의류의 재질이 좋지 않아서 다리미는 필수 가전제품임

   디자인이 좋은 한국산 선호함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한국 홍삼은 인지도 높음

·음주를 많이 하는 습관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보충하려 하며 

   홍삼을 만병통치약으로 믿는 소비자들이 많음

·하노이는 겨울철 기온이 낮아 따뜻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한국산 액상차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

·유통망 다변화가 가능하다면 장래 발전 가능성이 큰 품목

·품질 좋고 디자인이 예뻐서 젊은 층들은 한국산 제품 선호

·쌀국수를 많이 먹는 베트남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에 친숙함

   비교적 조리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응이 좋음

·한국산 라면의 경우 조금 덜 매운 제품이 인기

·베트남 스낵시장은 한참 성장기에 있으며 현재는 태국산 스낵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식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싼 제품을 선호하지 않으며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한국산 스낵에 대한 기대가 높음

·오리온의 현지 공장에서 초코파이, 고래밥 등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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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품목명

의류

프라이팬 및 냄비

벽지

자동차 부품

방진 마스크

포장기계

LTE용 통신장치

공기청정기

품목명

화장품

진단용 의료기기

가공식품 및 

음료

밸브

데코시트

정수기

정수필터

실내용 운동기구

HS Code(4단위)

6203

6204

7615

4814

8413

6307

8422

8517

8421

HS Code(4단위)

3304

9018

0902 / 1806

2101 / 2104

2201 / 2202

2106 / 2107

8481

3920

8421

9506

선정사유

·인니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중 패션 의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망 품목

·최근 중산층의 증가로 의류 소비성향이 고급화되고 있으며 한류로 인해 

   한국 브랜드 수요 증가

·대다수 가정에 가스스토브가 설치되면서 주방기구 산업 급격히 발전

·한국의 프라이팬과 냄비 류 현지 유명 홈쇼핑을 통해 크게 각광받음

·최근 인니에서 다양한 재질과 무늬의 벽지 판매 및 도배 서비스산업이 각광받음. 

·매출 대비 순이익이 높아서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임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B2C 유망 품목으로 기대

·인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음. 

   현지 자동차 부품 제조비율은 약 60%로 상당수의 부품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현재 일본계 기업들이 부품 수입시장을 대다수 선점하고 있으나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보유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품목

·자카르타는 매년 약 69만 톤의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오염이 심한 도시임

·많은 현지인들이 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특히 고기능 방진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인니의 포장 산업은 매년 10% 내외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소매유통 분야의 포장 수요가 급증

·독일, 중국, 한국, 일본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함

·초고속 무선통신장치(LTE)는 인니 정부의 대규모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향후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

·현재 2G 네트워크 시장이지만 향후 3G,4G로 진화하면서 수요는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 

·특히 손바닥 크기의 포켓용 통신장치는 현지에서 유망한 인기품목임

·인니의 열대성기후로 인해 공기청정기는 대다수 가구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중산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호텔, 주거단지의 지속적인 개발로 향후 유망 품목으로 기대

선정사유

·인니의 화장품 산업은 연간 12% 성장, 시장 규모는 총 10억 달러에 육박

·남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고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 증가

·한류로 인해 한국 화장품은 High-end(최상위 모델)제품으로 인식되어 수요가 높음

·초음파, MRI, PET, CT와 같은 의료용 영상기기 제품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34.5%를 차지하는 대표적 유망상품임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자국 생산이 부재하여 전량을 미국, 일본 등 수입에 

   의존하는 가운데 최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산 제품 주목받고 있음

·한-아세안 무역협정 체결로 2013~2016년까지 의료기기 수출은 무관세 적용

·더운 날씨로 인해 음료 구매량이 높은 편이며 최근 건강과 영양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기능성 건강음료 및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석회질이 포함된 수돗물의 안전성 우려에 따라 생수 소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프리미엄 생수시장도 유망 틈새 품목으로 주목

·인니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건설 및 중장비산업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산업용 밸브를 전문으로 하는 유통채널을 활용 현지 마케팅 및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최근 홈데코 시장을 중심으로 천연나무 소재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공급이 부족하여 대체수요로서 데코시트 류의 합성제지 수요 증가

·다양한 텍스처, 고품질, 사용의 용이성 등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B2C 유망 품목임

·인니는 물에 다량의 석회질과 불순물이 포함되어 식용이 불가능하며 

   주로 생수나 갈론(Galon)을 구입해서 사용

·이러한 식수상황으로 인해 인니 정수기 시장은 연평균 15% 내외 성장 중

·특히 휴대용 정수필터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지 진출 시 경쟁력 있음

·헬스싸이클, 안마의자, 러닝머신 등 현지 주요 홈쇼핑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음

·여성 주부들의 주요 구매층인 유통망과 한류 마케팅을 활용한 마케팅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임

B2C 
HO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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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1
5개국 온라인 소비자의 
한국 상품 관심도& 만족도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니의

온라인 소비자들은  

평소에 어떤 한국 상품을 선호하며,

한국 상품을 구매하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는지 

5개국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집중 분석했다

| 조사개요
·조사 방법 : 전자메일을 통한 타깃 고객 필터링 설문 조사
·조사 국가 : 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총 1,796명 
·조사 대상 : 20~50대 남녀 소비자   
·조사 기간 : 2015. 3월 ~ 6월



신흥국가 베트남, 인니 
'한국상품 관심도 가장 높다'

인니, 베트남 한국 가전·통신제품 인기

중국, 베트남 한국화장품 만족도 최고

5개 국가 소비자들 중에서 한국 상품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베트남(3.70)과 인도

네시아(3.55)소비자였다. 그 다음이 중국 소비자(3.30)였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가장 낮은 관심도(2.05)

를 보였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한류 정서에 크게 영향을 받는 동남아시아 시장인 반면 아직까지 한국 

제품의 진출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진출 초기 단계인 만큼 한국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에 비해 자국 품질의 퀄리티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 일본 소비자들은 크로스보더 인터

넷쇼핑에 대해서도 한국 상품에 대한 소비자 정서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5개 국가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한국 제품은 단연 화장품과 의류가 꼽혔다. 그러나 나라별로는 선

호도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인니와 베트남의 경우 가전·통신제품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미국 소비

자들은 한국의 패션액세서리를 인터넷을 통해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 정도 1,2,3 순위를 합친 응답에서 일본에서는 구매품목이 전혀 없는 경우도 무려 27%로 나타났다. 일

본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에 대해 여전히 까다로운 성향을 보였고 구매 품목도 5개국 소비자들 가운데 가장 

제한적이었다.

온라인 구매한 한국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인니,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5개국의 

소비자들은 대체로 즐겨 구매하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제품에 비해 화장품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통신은 인니와 베트남, 의류는 미국과 중국, 음식료품

은 일본과 중국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화장품과 가전·통신에 대한 불만

족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의류와 액세서리 품목에서는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마

감이나 정교한 품질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불만족 요인을 보면 중국의 경우 화장품 만족도가 의류를 크게 상회했으나 불만족도는 의류와 화

장품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이는 한국 제품을 신뢰하는 것에 못지않게 정품 여부에 대

해서 의심이 많은 중국 소비자들의 성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니와 미국의 경우 가전·통신의 불만족도는 낮았지만 의류와 음식료품은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왔다. 가전·통신의 대국 일본에서는 역시 가전·통신제품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은 화

장품과 액세서리의 불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REVIEW 1

한국 화장품에 대한 만족도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가장 높았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제품에 비해 화장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가전·통신은 인니와 베트남, 의류는 미국과 중국, 

음식료품은 일본과 중국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국가의 한국 상품 관심도 (5점 만점)

주 : 국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존재

가장 많이 구매한 1,2,3 순위 합산 한국 상품 응답률(%)

구분

중국

인니

일본

미국

베트남

의류

20.8 

19.0 

15.8 

20.2 

16.3 

없음

8.6

7.1 

27.0 

10.3 

2.2 

기타

0.2

1.2 

1.8 

8.6 

0.2 

가방,신발
액세서리

11.6 

16.1 

8.1 

12.1 

13.5 

스포츠
레져

3.7 

2.5 

2.0 

7.2 

2.4 

음식
료품

12.2 

4.0 

11.7 

7.0 

6.8 

유아
아동

1.4

0.5 

1.0 

0.9 

3.1 

가전
통신

11.5 

20.1 

6.6 

10.3 

19.9 

생활
자동차

2.3

1.5 

2.5 

3.6 

1.8 

음악
영상

1.0

7.3 

6.6 

3.9 

3.6 

사무
문구

1.8 

1.9 

1.5 

3.6 

2.1 

화장품
스킨케어

23.1

13.0 

12.0 

7.0 

23.9 

건강보조
식품

2.2

6.0 

3.3 

5.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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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품목 응답 (%)

구분

중국

인니

일본

미국

베트남

의류

21.5

20.4

18.3

23.1

14.2

기타

0.8

3.7

3.8

10.8

0.4

스포츠
레져

2.2

0.5

0.0

4.6

1.8

음식
료품

12.7 

3.2

16.0

11.3

4.4

유아
아동

0.6

1.4

0.8

1.0

1.3

생활
자동차

1.1

1.4

0.8

1.0

0.9

음악
영상

0.0

3.7

5.3

2.6

1.8

사무
문구

1.7 

0.5

4.6

5.1

0.4

화장품
스킨케어

35.3

13.0

24.4

7.2

36.9 

건강보조
식품

2.5

4.6

3.1

4.1

6.2

불만족

1.9

1.4

13.7

6.7

0.0

가방,신발
액세서리

6.6

13.9

1.5

10.8

9.3

가전
통신

13.2 

32.4

7.6

11.8

22.2

만족

49.3

35.7

38.9

33.3

43.1

가전
통신

3.3 

6.0

11.5

2.1

8.4

화장품
스킨케어

8.5

4.6

6.9

3.1

11.1

가방,신발
액세서리

4.7

5.6

5.3

6.7

8.4

불만족 품목 응답 (%)

구분

중국

인니

일본

미국

베트남

의류

8.0 

13.9

19.9

11.3

6.7

기타

3.0

3.7

6.9

11.3

2.7

스포츠
레져

1.9 

2.8

2.3

6.2

3.1

음식
료품

5.5 

8.3

3.8

10.3

6.2

유아
아동

1.7

5.1

0.0

4.1

1.8

생활
자동차

2.8

2.8

0.0

1.0

0.4

음악
영상

2.5

3.7

0.8

4.1

3.1

사무
문구

3.9 

3.2

2.3

1.5

2.7

건강보조
식품

5.0

4.6

1.5

5.1

2.2

REVIEW 1

가장 매력적인 요소는 '디자인'과 '품질’

미국 소비자 81%가 자국 종합몰서 해외직구

그렇다면 해외 소비자들은 주로 어떤 요소에 가장 끌려서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것일까? 조사 대상의 소비

자들은 한국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중국, 인니, 베트남은 한

국 제품의 디자인, 품질, 브랜드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격 요소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장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중국에서는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또 거리가 먼 국가일수록 배송기간이나 배송비용

에 대해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평소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자국의 종합몰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글로벌마켓, 한국의 종

합몰, 한국의 독립몰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은 자국 종합몰 구매 비중(81%)이 압도적

으로 높았으며 일본(67.2%)과 중국(64.5%)에서도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한국 제품을 자국의 종합몰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마존과 이베이, 라쿠텐, 티몰 등 글로벌마켓이 자국

의 소비자에게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들 국가에서는 해당 글로벌마켓이 테스트마케팅을 

위한 중요한 플레이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니는 한국 종합몰의 구매 비중이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해외직구 수준은 뒤처진 상

태였다. 베트남은 한국 제품의 구입 경로로 SNS를 이용하는 비율이 13.3%나 되어 이 지역을 진출하려는 

업체는 SNS를 타깃으로 초기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외 국가에서 한국 종합몰의 이용 비중은 10% 내외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독립몰은 미국(5.6%), 중국

(3.6%) 일본(1.5%)에서 각각 소수가 이용하고 있었다.

자국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글로벌 오픈마켓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소비자는 한국 제품 역시 자국의 종합몰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높았다. 해외직구 수준이 뒤처진 인니와 베트남에서는 

SNS를 통한 구매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이들 채널을 통한 

초기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만족도

주 : 장점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3개 항목 순,  단점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3개 항목 순

장점

디자인

품  질

결제안전

장점

디자인

품  질

브랜드

장점

가  격

디자인

결제안전

장점

디자인

가  격

결제안전

장점

품  질

디자인

브랜드

단점

가  격

배송비용

반  품

단점

반  품

배송비용

배송기간

단점

사후서비스

반  품

자국어설명

단점

배송기간

반품편리성

A/S

단점

반  품

배송비용

배송기간

중국 인니 일본 미국 베트남

한국 상품 구매 경로 응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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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립몰, '자국어 지원, 상세한 설명 부족'

'한국 상품 구매 늘릴 것!'  인니, 베트남 으뜸 비구매 고객 관심 1순위 의류, 화장품

한국의 독립몰 이용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정품 보증과 자국어 지원', 미국에서는 '자국어 지원과 배송 

시스템', 인니와 베트남에서는 '자국어 지원과 정품 보증' 여부를 가장 불편한 요인, 혹은 개선해야 할 요인

으로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자국어 지원 솔루션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이 외에 상세한 상품설

명이 부족하다는 불편함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국 독립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가격과 품질 등 기본적인 요

소 외에 외국어 지원, 상세한 상품 설명 등의 요소에 보다 세심한 접근을 기울여 현지 소비자에 친숙한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분석된다.

앞으로 한국 상품 구매를 늘릴 의향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던 국가는 인니〉베

트남〉중국 〉미국 순이었으며 일본은 앞으로 한국 상품의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인니와 베트남의 경우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소비자들이 기회가 되면 한국 상품을 더 구

매하고 싶다고 답했다. 

하지만 적당히 더 끌리는 상품이 생기면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응답을 한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한국 상품의 대체 가능 국가를 물은 결과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국 상품으로 대체하겠다는 비율이 높

았지만 인니와 베트남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대체가능한 상품으로 꼽았다. 결론적으로 인니

와 베트남에서는 일본 제품과, 중국에서는 중국 로컬지역 제품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마케팅을 펼쳐야할 것

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한국 제품을 한 번도 구매해보지 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향후 한국 제품을 구매한

다면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중국과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소비자가 의류를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은 가전·통신을 미국은 액세서리를 꼽았다. 일본에서는 화장품과 의류, 음식료품에 비교

적 고른 관심도를 보였다.

인니와 베트남의 비구매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가전·통신 제

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인니에서는 무려 27%의 응답자가, 베트남에서는 25.3%의 응답자가 향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가전·통신 제품을 구입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인니에서는 가전·통신 제품 다음으로 패션

잡화 액세서리에(20.2%)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베트남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한국의 

화장품 (32.2%)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독립몰 개선 필요 분야, 응답 순위

한국 독립몰 개선 필요 분야, 응답 순위
한국 상품 대체 가능성 응답률(%)

순위

1

2

3

4

중국

한국정품보증

자국어지원

상품설명부족

배송기간

인니

자국어지원      18.9 

한국정품보증   17.8 

배송기간         14.1 

상품설명부족   12.0 

통관불확실       8.9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기타

소계

중국

10.7

16.3

32.0

24.5

9.1

3.6

0.3

0.6

0.3

0.6

2.2

100.0

인니

9.7

5.1

15.3

38.0

7.9

3.2

0.5

14.8

1.9

1.4

2.3

100.0

일본

10.7

5.3

5.3

55.0

1.5

13.0

3.1

3.8

0.8

0.0

1.5

100.0

미국

63.6

2.1

7.7

11.8

4.6

4.6

1.0

1.0

2.1

0.0

1.5

100.0

베트남

17.3

11.6

0.9

51.6

0.9

0.9

15.1

0.4

1.3

0.0

0.0

100.0

베트남

자국어지원      33.3 

한국정품보증   19.1 

상품설명부족    8.7 

반품애로         8.2 

배송비용         7.7 

미국

자국어지원

배송기간

배송비용

통관불확실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자국어 지원 솔루션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세한 상품설명이 부족하다는 불편함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국 독립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가격과 품질 등 기본적인 요소 외에

외국어 지원, 상세한 상품 설명 등의 요소에 보다 세심한 접근을 기울여 

현지 소비자에 친숙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분석된다.

한국 상품의 대체 가능 국가를 질문한 결과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국 상품으로 

대체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인니와 베트남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을 대체가능한 상품으로 꼽았다. 결론적으로 인니와 베트남에서는 일

본 제품과, 중국에서는 중국 로컬지역 제품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마케팅을 펼쳐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REVI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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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구매자의 향후 한국 제품 구매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 인니와 베트남 중국에서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

인 의사를 표현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관심도가 보통 이하로 나왔다. 따라서 해외직판을 개척한다면 온라인 

구매고객과 비구매 고객 모두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잠재수요가 많은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인도네시

아,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상품 구매의향 5점 척도 점수

'판매자 신뢰도' 쌓는 바이럴 마케팅 필요

맞춤형 상품으로 소비자 저변 확대

5개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 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품질'과 '결제의 안전성'이었으며 그 

밖에 '판매자의 신뢰도'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구매가 '비대면 거래'인데다 자국에

서 판매회사의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 해외거래의 특성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요소로 판단되며 따

라서 업체들은 온라인 상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마케팅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이 품질과 결제의 안전성 외에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꼽은 것은 바로 정품 보증 여부였다. 상

품을 구매하기 전에 SNS나 지인의 리뷰를 참고하는 경향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

국 고객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긍정 리뷰를 확산시키는 바이럴마케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일찍부터 온라인 거래가 정착된 선진국이어서인지 정품 여부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없었으나 '가격'을 중요시 여기는 성향이 많았다. 저렴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니즈가 뚜렷했으므로 현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망하리란 전망이다.

반면 인니나 베트남의 경우 많은 소비자들의 '반품의 편리성'을 중요한 구매요인으로 꼽았다. 그 외 '디자인'

이나 '브랜드'에 대한 고려도 여타국에 비해서 높았다. 따라서 향후 베트남과 인니에 진출 계획이 있는 업체

라면 디자인과 브랜드로 어필할 수 있는 상품 선정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내용 중 주목할 점은 미국, 일본은 물론 여타 3개국에서도 고소득층의 한국 상품 관심도가 보통 이하

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수출기업들은 해외 소비자 구매층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브랜드 인지도, 품질 

차별화, 맞춤형 프리미엄 상품개발 등의 노력을 선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판매의 특성상 '가격'보다는 '제품의 차별적 우위'와 '온라인서비스 강화'가 수출 확대에 더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서되었다. 이는 선진국 시장일수록 두드러져서 단순한 가격 우위보다는 가성비(가

격 대비 품질)의 확보가 판매 증대의 관건으로 작용함을 시사했다. 이 외에 한국정품 보증, 현지어 설명, 결

제 안전성과 같은 서비스 제고와 품질, 디자인, 한류 브랜드 등이 온라인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

들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기업은 품목의 다변화, 제품의 차별적 우위 확보, 온라인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모바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쇼핑 채널을 확장하고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마케팅 다변화를 추구하여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REVIEW 1

5개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 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품질'과 '결제의 안

전성'이었으며 그 밖에 '판매자의 신뢰도'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온라인 

구매가 '비대면 거래'인데다 자국에서 판매회사의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 해외거래의 특성

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요소로 판단되며 따라서 업체들은 온라인 상의 여러 

경로를 동원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마케팅을 축적해야 할 것이다.

관심 1순위 한국상품 응답률(%)

분야

의류

가방신발액세서리

스포츠레져

음식료품

건강보조식품

사무문구

화장품스킨케어

유아아동

가전통신

생활자동차

음악영상

기타

소  계

중국

27.8

3.6

0.5

6.7

1.0

0.5

23.7

2.6

25.3

2.1

2.1

4.1

100.0

인니

19.1

20.2

0.0

2.3

2.3

1.1

7.9

-

27.0

2.3

7.9

10.1

100.0

일본

13.1

5.5

0.6

12.0

1.6

1.1

15.9

0.6

10.4

1.6

7.7

30.1

100.0

미국

19.5

17.7

4.4

9.7

2.7

8.0

3.5

3.5

8.0

1.8

7.1

14.2

100.0

베트남

11.5

4.6

1.2

4.6

9.2

1.2

32.2

2.3

25.3

5.8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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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선호 품목

한국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대

1위 Quality Design Native Language

30대

2위

40~50대

3위

의류

품질 디자인 자국어 설명 지원

화장품 가전·통신, 음식료품

Talk,Talk B2C!
5개국 소비자 성향 비교하기

중국 온라인 소비자들의 경우 한국의 음식료품에 대해 특히 판매자 신뢰도가 낮았다. 가전·통신 제품의 경우 

반품과 사후서비스, 구매 리뷰 등에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와 해당 항목에 대한 서비스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전·통신은 대도시, 고소득층이 주구매자
지역과 품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편적으로 대도시에서 소도시(1선→4선 도시)로 갈수록 가전·통신과 

의류의 선호도가 점차 증가한 반면 소도시에서 대도시(4선 도시→1선 도시)로 진입할수록 화장품과 음식료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 반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화장품과 가전·통신 제품에 관심을 보였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음식료품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과 소득수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마케팅 전략이 필

요함을 시사했다. 

중국에서는 여성 못지않게 젊은 남성들이 온라인의 메이저 구매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와 가방, 신발과 같은 패션잡화를 즐겨 구매했다. 의류의 경우 남성이나 여성이나 선호도에 있어서는 별 차

이가 없었다.

20대는 의류, 30대는 화장품 많이 구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의류가, 30대에서는 화장품이 가장 인기 많은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가전·통신과 음식

료품은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장년층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주요 구매 연령층이 다른 것

을 반영하여 상품 페이지를 구성하거나 연령대에 맞춰 마케팅채널을 다르게 선정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요시 했으며 다음으로 안전한 결제와 충

분한 자국어 설명 등에 의해서 구매를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은 만큼 대부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

전·통신은 판매자 신뢰도, 반품 조건, 사후 서비스, 정품 보증 여부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불만족 요

인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많이 팔렸으며 외곽 도시에서는 음악·영상의 선호도가 높았다. 의류는 고

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하에서 많이 구매했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한국 문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도 

흥미롭다. 소득 수준에 맞는 제품 개발과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의 경우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팔렸지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선호되는 품목이었다. 남성의 

경우 음식료품과 가전·통신, 음악·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여성은 전반적으로 화장품과 패션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았다. 의류나 화장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연령층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30대와 40대 

연령층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료품과 가전·통신은 40대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미국 소비자가 한국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품질'이었으며 그 다음

으로 '디자인', '자국어 설명 지원' 순이었다, 글로벌 사이트를 주로 애용하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결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았으며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니즈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젊은 남성 하이타오족을 잡아라!'

미국
'가격보다는 품질과 디자인 니즈 강하다' 

REVIEW 1

일본 소비자들은 한국의 가전·통신제품에 대해 가격이 다소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정품에 대한 신뢰도 역

시 낮았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의류에 대한 만족도 역시 대체로 낮아 다

른 국가에 비해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일본
'깐깐한 일본인 한국제품 평가 가장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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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선호 품목

남성 여성

가전·통신, 음악·영상
음식료품,

의류, 화장품

지역별로는 관동지역에서 음식료품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눈길을 끈다. 음악·영상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는 전

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구매력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음식료품, 가전·통신, 음악·영상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여성 소비자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마찬가지로 의류, 화장품에 관심이 높았다. 음식료품의 경우 50대 연령층에서 가장 선호가 높았다. 

일본 소비자가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 번째가 '품질'이었고 두 번째로 '자국어 

설명 지원'이었다. 5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의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품질에 대한 니즈가 특히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나 이 지역으로 함께 진출하려는 업체들은 가성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니의 남성과 여성 소비자들 모두 한국 브랜드의 의류나 가방, 액세서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구매력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 성별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별로 없었다. 품목별로 주 구매층을 분석한 결과 의

류, 화장품은 주로 20~30대에서, 가전·통신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다.

인니 소비자의 경우 구매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원활하고 편리한 반품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가'의 여부였고 그 뒤로 '자국어 지원', '품질', '가격'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니의 경우 대도시 거주 소비자들에게는 의류와 화장품, 가전·통신 제품이 인기 있었으며 소도시 거주 소비

자들은 액세서리와 음악·영상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다. 소비자들은 한국 브랜드의 가전·통신 제품에 대

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지만 막상 비싼 가격 때문에 선뜻 구매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전·통신제품의 경우 사양을 낮추고 스펙을 단순화시킨 맞춤형 제품으로 현지의 잠재 

수요를 끌어올리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반품 서비스가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

한국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위 QualityReturns Native Language2위 3위
품질반품

시스템
자국어 
설명 지원

한국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위 Payment Quality Price2위 3위
결제 안정성 품질 가격

베트남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고 전자상거래 인프라 또한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구매 패턴에서 

대도시와 소도시 간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는 구매 패턴에 차이를 보

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화장품을 많이 선호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방, 신발, 패션액세서리 구

매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온라인 수출 상품의 대표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조차 베트남에서는 대

중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초기 시장 장악을 위해 저가상품, 기획상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소비자의 경우 의류 부문에서는 '반품 조건'과 '판매자 신뢰도 문제'를 들어서, 가방과 신발 등 액세서리 

부문에서는 '사후서비스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들어서 한국 브랜드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냈다.

베트남에서도 인니와 마찬가지로 가전·통신제품에 대한 인식도는 좋았지만 첫째 가격의 장벽 때문에 선호도

가 구매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가전·통신 제품의 판로를 뚫기 위해서는 적절한 판매

가격 책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신용카드 이용률이 낮은 베트남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짓는 첫 번째 만족도 요인은 '결제의 안전

성'이었고 그 다음으로 '품질', '가격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저가, 기획상품으로 초기시장 확보하라'

REVI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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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2
미국, 중국 유명 쇼핑몰 
한국 상품 리뷰

한국 브랜드가 가장 많이 진출해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몰에서 

잘 나가는 한국 상품을 선정,

경쟁국가의 브랜드와 함께

소비자 리뷰를 비교분석했다.

| 조사 쇼핑몰
  미국 - 아마존, 이베이
  중국 - Tmall(天猫), JD.com(京东)



REVIEW 2

●조사 기준
1. 품목 : 화장품(8개)

             소형가전(6개)

             잡화(8개)

             식품(7개)

2. 조사 기준 : 해당 카테고리 내 

                   한국 인기상품 중에서 최신 정렬 순 리뷰가 

                   최소 100개 이상 달린 제품

3. 조사 방식 : 품질, 가격, 배송, 기타로 구분하여

                  긍정적 후기와 부정적 후기 분석 

4. 쇼핑몰 선정 기준 : 미국 내 종합몰 1,2위   아마존, 이베이

      화장품

'깜직한 패키지, 덕용제품, 휴대성에 끌렸다'

보습크림, 비비크림, 마스트 시트팩, 클렌징 오일, 핸드크림 등 미국 아마존과 이베이에서 가장 인기리에 판매 

중인 국내 화장품 8종에 대한 리뷰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품질'과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품질과 관련된 리뷰에는 '보습력이 탁월하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향이 좋다' '자외선 차단 기능성 제품이어

서 마음에 든다' '커버력이 좋다' '지속력이 우수하다' '천연성분(ex: 쌀뜨물 성분 함유)이어서 좋다' 등의 리뷰들이 

올라왔다. 이 외에 '깜찍한 포장용기에 끌려서 구매하게 되었다' 혹은 '작아서 휴대가 간편하다'는 패키지 관련 후

기들이 눈에 띄었다. 여성들이 주 구매층인 화장품의 특성상 디자인을 고려한 패키지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기 

쉬운 휴대성이 매력적인 요소로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대용량 제품이어서 좋다'는 리뷰도 있었다. 이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을 온라인 쇼핑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 합리적인 고객들로부터 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

제로 일부 화장품 제조회사들이 온라인 전용의 덕용제품을 론칭해서 단골 고객을 늘리고 판매량을 배가시킨 마

케팅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마스크팩 종류는 대부분의 제품이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화학성분 함량 여부'와 '유

통기한' 등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리뷰들이 있었다. 이밖에 '트러블이 발생한다'  '유분이 많다' '커버

력이 약하다' 등 불만족과 관련된 리뷰들은 소비자 개인의 취향이나 민감한 피부 상태와 연관이 있는 내용이어

서 보편적인 제품의 문제점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드물게는 '포장상태가 불량이다' '중고제품 같

다' '제품이 파손되어 왔다'는 포장상태와 관련된 지적도 있었으므로 포장과 배송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한 성분과 깜찍한 패키지로 인기를 모은
'미즈온' 달팽이 크림(왼쪽)과  '토니모리'의 복숭아 핸드크림(오른쪽)

마스크팩 종류는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높았지만 화학성분 함량 여부와 유통기한에 대해서 
민감한 리뷰가 올라왔다. '더마코리아' 마스크시트 팩세트(왼쪽)
'네이처리퍼블릭' 알로에젤(가운데)  '라네즈' 슬리핑팩(오른쪽)

저렴한 가격과 품질로 우수한 평을 받은 화장품들.
'홀리카홀리카' 비비크림(왼쪽)과  '미샤'의 비비크림(가운데)  '더페이스샵' 클렌징오일(오른쪽)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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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가전

'디자인, 편의성 맘에 들지만 서비스 불편'
           의류·패션잡화·문구

디자인, 가격, 실용성 Good! 
서양인 체형에 안 맞는 사이즈 No Good! 공기청정기(위니아, 코웨이), 착즙기(휴롬), 로봇청소기(아이클레보), 진공청소기 및 스팀청소기(한경희) 등 B2C

로 판매가 가능한 소형가전 4종에 대한 리뷰를 분석한 결과 해외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한국 제품의 디자인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됐다' '소음이 작고 강력하다' '설정 기능이 편리하다' ''가격이 저렴하

다' '전기 효율이 좋다' 등의 만족스런 리뷰가 많았으며 로봇청소기와 진공청소기, 스팀청소기에 관해서도 역시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그 외에도 '튼튼하다' '사용법이 편리하다' '구석구석 청소하기 좋다' 등 내구성과 

편리한 기능에 대한 리뷰가 있었다. 착즙기의 경우 '튼튼해 보인다' '곱게 잘 갈린다' 외에 '작동법이 쉽고 분리가 

용이해 세척이 간편하다' 는 주로 편의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리뷰가 많았다.

공기청정기나 청소기의 경우 '소모품(필터 등)이 비싸서 실용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제품의 이상을 발

견했거나 작동이 잘 안 될 때 바로 A/S로 연결이 안 되는 것과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이 너무 느린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부정적인 리뷰를 올렸던 상당수의 고객은 '고객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피드백이 없다', '수

리받기가 어렵다' 등의 불만을 호소했다.

따라서 사용상의 불편함과 오작동,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소형 가전제품은 이메일 이나 유선통화 등을 통해 보

다 신속하고 자세한 고객 상담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패션의류(트레이닝팬츠, 여성상의)와 패션잡화(여성용 백팩, 캐릭터 양말, 딸기모양 헤어롤, 여성 패션 머리띠)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 의류의 경우 '디자인이 예쁘다' '소재가 좋다' '착용감이 편하다' 등의 긍정적인 소감과 함께 '적

절한 가격' '빠른 배송'에 대해 만족한다는 리뷰가 많았다. 반면 불만족 요인에는 '동양인의 기준 사이즈만 제시되

어 구매할 때 불편했다' '원래 입는 사이즈로 주문했는데 실제 받아보니 너무 작았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 그밖

에 '깔끔하지 않은 박음질'과 '세탁 후 변형'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도 눈에 띄었다. 

캐릭터 양말은 디자인과 소재, 신축성 등 착용감에 대해서는 만족스런 리뷰가 올라왔지만 역시 '사이즈가 작다'

는 불만이 있었다. 딸기모양 헤어롤과 여성 패션 머리띠에서도 '디자인이 예쁘고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든다'는 

리뷰가 많았다. 여성용 백팩은 '튼튼하다' '수납공간이 많아서 실용적이다' '디자인과 컬러가 예쁘다'는 후기와 함

께 배송과 가격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스런 의견을 내놓았다. 

문구류 부문의 볼펜은 '예쁘다' '귀엽다' '눈에 띈다' 등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만족스런 리뷰가 많았고 그 외에 '필기감

이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 등의 리뷰가 많이 달렸다. 스텐레스 젓가락의 경우도 '튼튼하며, 사용감이 좋다' 외에 '저렴

한 가격' '깔끔한 디자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이 있었으며 '친환경소재여서 좋다'라는 리뷰도 적지 않았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저가 의류와 패션잡화, 문구, 주방생활용품의 경우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기 보다는 디자인

이 맘에 들면 구매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같은 가격대라면 친환경이나 웰빙 소재를 선호하는 합리적인 소비 경

향을 보였다. 

몸에 착용하는 옷이나 양말은 동양인 기준에 가깝게 제작된 사이즈에 대해 불편을 느꼈으며 실제 물건을 받아

본 후에도 '예상했던 사이즈와 달라서 당황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서양인 체형에 맞는 보다 정확한 사이

즈를 제시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VIEW 2

'한경희 진공청소기와 스팀청소기'(왼쪽) '아이클레보 로봇청소기'(오른쪽)

패션의류는 디자인과 가격은 만족스럽지만 사이즈 제시가 서양인의 체형에 
부적절하다는 리뷰가 있었고 패션잡화는 디자인이 예쁘고 실용성이 좋다는 
긍정적 리뷰가 많았다.

주방잡화(스테인레스 젓가락)와 문구류(볼펜)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은 디자인적 요소를 중요시했다. 

'위니아'(왼쪽)와 코웨이(가운데)의 공기청정기. '휴롬' 착즙기(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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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매운 맛 일품, 대용량 제품 실용적이다'

'순창고추장' '홍삼 알약’'맥심 모카골드커피' '농심 신라면, 김치컵라면' '자연나라 구운김' '한국 육포' 등 

7종에 대한 리뷰를 분석했다. 

-'맛있다' '가격대비 양이 많다'(순창고추장, 맥심 모카골드커피)

-'매운 맛이 일품이다' '조리법이 간단해서 좋다' (농심 신라면, 농심 김치컵라면)

-'자연성분 함량이 높아서 신뢰가 간다' '체중 조절식품으로 적합하다' '신선한 제품 상태가 마음에 든다'

  (홍삼 알약, 자연나라 구운김)

-'대용량이어서 실용적이다' '경쟁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한국 육포)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 7종에 대해서는 대체로 '맛이 좋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국 특유의 '매운맛' 또는 '동양인이 

즐겨먹는 건강식품'이라는 점에서 호감을 갖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구이김이나 홍삼제품의 경우 '가격대

비 양이 부족하다'는 리뷰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으므로 양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기획상품을 개발하거나 

1+1행사 등 정기적인 판촉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식품류에서 '제품의 변질'이나 '배송지연' 등에 대

한 불만족 리뷰는 거의 올라오지 않았다.

식품의 경우 가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지만 일부 양이 적거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사 기준
1. 품목 : 화장품(선크림)  / 생활가전(전기밥솥)

             유아용품(젖병, 비누) / 주방용품(밀폐용기)

             생활용품(치약) / 식품(과자) / 기타(핸드폰케이스)

2. 조사 기준 : 각 품목별로 판매량 상위 50위권 이내의 

                    다국적 제품 중 누적 후기 최소 1,000개 이상 

                    제품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

3. 조사 방식 : 국가는 제조국가가 아닌 제조사(브랜드) 

                   국적을 기준으로 선정

4. 쇼핑몰 선정 기준 : 종합몰 1위 Tmall(天猫)

                             독립몰 1위 JD.com(京东)

       생활가전- 전기밥솥

쿠쿠 '튼튼하고 디자인 좋지만 가격 만족은 보통'

한국의 '쿠쿠' 중국의 '메이더' 일본의 'Tiger' 미국의 '필립스' 등 각국에서 전기밥솥 부문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기

록하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 4종에 대한 리뷰를 비교분석했다. 리뷰에 따르면 4개 회사 제품 모두 '밥이 찰지고 

맛있게 지어진다'라는 리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밥솥 본연의 기능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디자인 면에서는 '쿠쿠'와 'Tiger'도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미국의 '필립스' 제품은 '작고 예쁘다' '고급스

럽고 세련되었다' 등 디자인 관련 우수 평가가 가장 많았다.

한국의 '쿠쿠'밥솥의 경우 중국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내솥이 튼

튼하고 품질이 좋다' '아이가 작동해도 안전하도록 설계가 잘되어있다' 등 견고함과 안전성을 높이 평가한 리뷰

가 많았고 '우리 가족이 모두 쿠쿠팬이다'처럼 쿠쿠마니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리뷰도 자주 발견되었다. 

가격 평가와 관련해서는 'Tiger'제품은 비싸다는 지적이, '필립스'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리뷰가 달린 반면 '쿠

쿠'는 가격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거의 없었다. 

REVIEW 2

China

쿠쿠(한국) 메이더(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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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 선크림

미국·프랑스 브랜드 충성도 높고
한국 브랜드 '정품 맞아요?' 의심

        유아용품 - 젖병

'친절한 고객 상담 구매력에 영향 미친다'

중국 '하이타오족'의 해외직구 품목 1위 화장품. 그 가운데 한국제품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는 '라네즈'와 'Olay'(미

국) 'Anessa'(일본) '로레알'(프랑스) 등  다국적 기업의 톱브랜드 4종에 올라온 리뷰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화장품의 경우 온라인 구매에서 정품 보증을 중요시하는 '하이타오족'의 소비 성향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품목

이었다. 

4개 국가의 브랜드 중에서 한국 '라네즈' 제품의 경우 '증정샘플을 많이 줘서 만족한다' '배송이 빠르다' '흡수가 잘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병의 뒷면이 한국에서 사왔던 제품과 동일하지 않다' '이미 개봉했던 상품인 

것 같다' '오프라인 상점에서 발라봤던 느낌과 다르다' 등 정품 여부에 대한 의심을 나타낸 소비자들이 타국의 브

랜드 제품에 비해 많았다. 

프랑스 '로레알'이나 미국의 'Olay' 제품의 경우 '예전부터 사용하던 제품이라서 믿을만하다'는 리뷰로 브랜드 충성

도를 보인 소비자들이 많았으며 특히 '로레알'의 경우 '선물용으로 구입했는데 상대가 아주 만족스러워한다'는 리

뷰가 많아 중국 소비자들이 로레알 제품을 선물용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제품의 경우 '오프

라인 마트보다 훨씬 싸다' '온라인 구매가 실속 있다'는 평가도 눈에 띄었다.

한편 일본 제품 'Anessa'에서도 '제조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품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등의 부정적인 리뷰

가 종종 발견됐다. 이는 화장품 수입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르

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네즈' 제품의 경우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브랜드 넘버원이며, 요우커족의 

한국의 '앙뽀' 미국의 '코모토모'와 'AVENT' 독일의 'NUK' 일본의 'Pigeon 등 세계적 브랜드로 널리 소비되고 있는 

명품 유아젖병 5종을 선정해 리뷰를 분석했다. 5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장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던 것은 '

엄마의 젖꼭지처럼 부드럽다' '손에 쥐었을 때의 촉감이 좋다' 등 주로 젖병의 감촉에 대한 평가였다. 

한국의 '앙뽀'의 경우 '플라스틱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다' '세척이 편리하다'는 리뷰가 있었고  미국의 '코모토모' 

독일의 'NUK' 는 '디자인이 예쁘다' 는 리뷰가 비교적  많았다. 반면 일본 제품인 'Pigeon'의 리뷰에는 '오프라인보

다 싸다' '이벤트 가격이 저렴해서 만족스럽다' 등의 리뷰가 많았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구매하는 경쟁국가

의 제품과는 달리 일본 제품을 구매하게 된 동기는 이벤트나 프로모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된

다. 반면 한국의 '앙뽀'나  미국의 '코모토모'는 '가격이 비싸다'는 리뷰가 더러 있었다.

유아젖병의 경우 젖병이나 젖꼭지 등 제품에 대한 평가 외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어서 감사하다' '따로 메신저

를 통해서 추가로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상담해 준 부분에 대한 감사드린다' '고객서비스센터의 열정적이고 친절

한 상담 태도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처럼 고객CS와 관련된 긍정 리뷰가 눈에 많이 띄었으며, 실제로 고객CS 과

정에 의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짓는 경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VIEW 2

부정적인 리뷰로는 '메이더'와 '필립스'의 경우 '예상했던 것보다 크기가 작다' 는 사이즈 불만이 있었으며 특

히 '필립스'는 '조작이 복잡하고 지시등이 눈에 잘 안 띄어서 노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워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Tiger' 제품은 '밥을 지을 때 소음이 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쿠쿠'는 '밥의 색깔이 회색빛으로 변한다'는 불만이 

간혹 눈에 띄었다. 

리뷰를 종합해보면 '쿠쿠'의 경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후기가 많았던 반면 디자인이나 가격 등에서 최고 평가

를 받고 있지는 못했다. 가격은 중국 브랜드 '메이더'를 따라가지 못했으며 디자인은 미국의 '필립스' 제품이 상

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쿠쿠는 4개 국가의 제품 중 최악의 평가를 받은 항목도 

발견되지 않았다. 

쇼핑 1순위 제품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매에서는 여전히 정품 여부에 대해 확신을 못하는 소비

자가 많았다. 따라서 온라인 구매고객이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품보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Tiger(일본) 필립스(미국)

라네즈(한국)

앙뽀(한국) NUK(독일)

Olay(미국) Anessa(일본) 로레알(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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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품 - 유아용 세탁비누 

'한국 제품 다 좋은데 배송 너무 늦어요' 

      주방용품 - 밀폐용기

일본·프랑스 제품보다 만족도 높은 '락앤락'

비앤비(한국), Pigeon(일본), GoodBaby(중국), KamaKawa(영국) 등 4개 국가 제품의 리뷰를 비교분석했다.

한국 제품 '비앤비'에 대해서는 '향이 좋고 거품이 풍부하다' '세정 효과가 뛰어나다' '빨래하고 나서도 손이 건조하

지 않다' '고객서비스 태도가 훌륭하다' 등의 긍정 리뷰와 함께 배송 지연에 대한 불만이 유독 많았다. 부정 리뷰

에는 화장품 못지않게  정품 여부를 의심하는 고객도 많아서 적기 배송과 포장 등에 더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Pigeon'과 'KamaKawa'의 경우 '빠른 배송'과 '오프라인보다 저렴한(합리적인) 가격에 대해 만족한다' 는 긍정적인 

후기가 있었으며 한국 제품과는 대조적으로 정품을 의심하는 리뷰는 많지 않았다.

자국 제품인 'GoodBaby'의 경우 배송과 품질, 가성비에 대해 모두 신뢰도가 높았으며 다른 경쟁제품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지난해 중국의 솔로데이(광군제) 때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전년대비 매출이 두 배나 신장한 1,820만 위안(한화 약 

32억6,600만원)어치의 물량을 하루 만에 판매한 한국 대표 주방용품 '락앤락'과, 'Best HA'(중국), 'Fa So La(일본), 

'Luminarc'(프랑스) 4개 제품의 리뷰를 비교분석했다.

락앤락의 경우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포장상태가 훌륭하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 밀봉성이 좋다' '고객 서비스가 

만족스럽다' 등의 긍정적인 리뷰가 많이 달렸다. 또 '예전부터 락앤락 브랜드를 좋아해서 이번에도 믿고 구입했

다'며 브랜드 충성도를 보여준 고객도 많았다. 반면 부정적인 리뷰에는 '뚜껑이 편평하지 않다' '한쪽이 함몰되어

있다' 등 제품 불량에 대한 의견과 '상품의 사이즈 구성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락앤락 제품은 중국 시

장에서 이미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후로 상품의 사이즈와 패키지 과정을 좀 더 다양하게 구

성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나간다면 매출 향상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품 'Best HA'의 긍정 리뷰에는 '유리가 두껍고 튼튼하다' '손잡이가 달려있어 편리하다' 등의 의견과 함께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가격만족 리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정 리뷰에는 '유리 용기가 너무 무겁

다' 라든지 '구입한지 얼마 안 되어서 깨졌다' 등 재질에 대한 불만족스런 의견이 제법 눈에 띄었다. 중국 소비자

들이 자국 제품의 저렴한 가격에 만족하는 것에 비해 품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Fa So La'(일본), 'Luminarc'(프랑스) 제품의 경우 '디자인'과 '견고함' '재질'에 대해서 만족스런 리뷰가 있었

던 반면 두개 국가의 제품 모두 '몇 번 사용하고 나니 뚜껑이 헐거워졌다'며 밀봉 효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런 의견

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후기는 비단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제품의 리뷰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었는데 그 바탕은 중

국에서 일고 있는 '저출산 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1가구 1자녀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집집마다 한두 

자녀를 키우는 중국의 부모들은 내 자녀를 위한 유아용품 만큼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최고의 품질을 구매하고 

싶어 하며, 구매를 결정하기 이전에 세심하고 꼼꼼한 상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EVIEW 2

코모토모(미국)

비앤비(한국)

락앤락(한국) Best HA(중국)

FA So La(일본) Ruminarc(프랑스)

GoodBaby(중국) KamaKawa(영국) Pigeon(일본)

Pigeon(일본) AVENT(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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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수입과자 

'먹어보니 그 맛이야!' 정품 의심 거의 없다

       기타 - 핸드폰케이스 

'디자인과 사용자 리뷰가 구매동기 유발'

'해태 에이스'(한국) 'Bahlsen Pick Up'(독일) 'Tipo'(베트남) 'Dasses'(일본)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 식품류(과자) 카

테고리 내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4개국의 베스트 판매 상품을 분석했다. 

과자류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한 내용은 '빠른 배송'과 '최근의 제조일자'였다. 배송 기간

이 길어지면 이동 과정에서 보관 여부에 따라 맛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품목이어서 그런지 유통기한 보다는 

언제 제조된 제품인지 제조날짜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외관만 보고 정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의심하는 다른 품목과는 달리 과자의 경우 직접 먹어보니 '내가 찾던 바

로 그 제품!'이라는 만족스런 리뷰가 많았다. 다만 부정 리뷰 가운데는 '운송 도중 습기가 찬 것 같다'라든지 '배송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다'는 불만이 있어서 포장과 이동 중 보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Spigen'(한국) 'Power Support'(일본) 'Esr'(미국) '雪奈儿'(중국) 4개의 핸드폰케이스 리뷰를 분석한 결과 핸드폰케

이스는 특정 국가 브랜드에 대해 쏠리는 충성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분 제품의 디자인이나 촉감, 그립감과 

관련해서 비슷한 후기를 남겼다.

그 중에서도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다음으로 '핸드폰을 보호하는 견고함'이나 '손

에 쥐었을 때의 그립감'을 중요시 여겼다. 이 경우 기존 사용자의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구매를 결정짓는 경우

가 많았으며 구매 고객 또한 제품을 받아 본 후에는 비교적 자세한 평을 남겼다. 또 케이스와 함께 동송되는 증

정품(핸드폰 필름)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많이 남겼다. 

부정 리뷰에는 '배송지연'(한국)이나 '케이스 마감처리 부족'(중국) '그립감이 안 좋아서 떨어뜨렸다'(중국) 등이 제기

되었는데 제품 하자와 관련해서는 경쟁국의 다른 제품보다 오히려 중국 제품에 대해 불만족스런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핸드폰케이스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의 경우 중국 제품과 겨루었을 때 한국 제품이 가격대

비 고퀄리티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VIEW 2

      생활용품 - 치약

 LG제품만 사용한다는 충성고객 눈길
'LG죽염치약'(한국), '달리'(미국) '윈난바이야오'(云南白药·중국) '라이온'(일본)등 4개 제품을 비교해보았다. 생활

용품의 경우 다른 품목과는 달리 오랫동안 사용했던 브랜드를 계속해서 구매하는 충성도 고객이 많다는 특징을 

보였다. 'LG죽염치약'의 경우 '양치 후 입안이 상쾌하고 뒷맛이 개운하다' '오프라인 매장과 제품이 동일하다, 정품

이 확실하다' 등의 리뷰 외에 '가족이 해당 브랜드 제품을 좋아해서 매년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서 쓰고 있다' 

는 충성 고객들의 리뷰가 눈길을 끌었다. 

'달리'(미국) '라이온'(일본) '윈난바이야오'(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

을 보였다. 대부분 '신뢰할 만한 제품이어서 구입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의류나 패션 품목과는 달리 생활

용품에 있어서는 오래된, 혹은 믿을만한 브랜드가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시사했다. 4개 국가의 

제품 모두 특별하게 부정적인 리뷰는 발견되지 않았다.

LG죽염치약(한국) 윈난바이야오(중국) 달리(미국) 라이온(일본)

에이스(한국)

Spigen(한국) Power Support(일본)

Esr(미국) 雪奈儿(중국)

Pick Up(독일) Tipo(베트남) Dasses(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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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동서양을 잇는 무역길
실크로드가 있었다면
지금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이
국경 없는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제안하는 사례별 B2C 솔루션과
역직구, 해외직판으로

新실크로드를 개척해가고 있는

각 분야의 성공스토리를 
함께 엮어 보았다.

How to
B2C!



B2C 
Solution

사례별 맞춤형
B2C Solution

Level

02

Level

03

Level

04

Level

01
수출 초보기업 B2C 입문 도전

→ 정부 지원 쇼핑몰 & 
    판매대행 서비스 이용

역(逆)직구 판매로 B2C 도전하기

→ 글로벌 사이트 운영하는 
    국내 쇼핑몰 이용

글로벌 오픈마켓 파워셀러 도전하기

 → 특화된 전문몰, 
     신흥국가 현지 쇼핑몰 공략

B2C의 완결, 해외직판 쇼핑몰 도전하기

 → 해외직판 소호몰 운영
     해외직판 전문몰·종합 쇼핑몰 입점

START



수출 초보기업 B2C 입문 도전

→ 정부 지원 쇼핑몰 & 
    판매대행 서비스 이용

Level

01
| 난이도

| 초기 자본

| 추가 인력

| 마케팅 비용

초급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운영 해외직판 쇼핑몰 Kmall24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쇼핑몰 판매대행서비스 

EASY

CHECK



Kmall24 

중소기업 전용 
온라인 해외직판 쇼핑몰, 
Kmall24

B2C 적합한 상품 보유업체면 OK

쉽고 간편하게, 원클릭결제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국어 지원

국문사이트 www.kmall24.co.kr에서 입점 신청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글로벌 오픈마켓에 

진출하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절차가 있다. 현지 법인 설립, 계좌 개설, 입점 

보증금, 외국어 인력 확보 등 하고 싶어도 조건이 구비되지 못해서 선뜻 나서

질 못한다. Kmall24는 바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협회에서 개통한 글로벌 플랫폼이다. 

Kmall24에 입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체의 조건이 있다면 B2C 판매에 적합

한 상품을 보유하는 것이다. 심사를 통해 판매 적합 판정을 받으면 입점비용 

없이 바로 오픈마켓에 자사의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

점 업체는 개별 미니샵(minishop)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외국어 상품 안내 자

료가 없을 경우, 1개사 당 15만원 한도의 번역 지원(영, 중, 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mall24의 서비스 범위는 상품 DB관리, 주문 및 배송관리, 고객CS, 정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입점 중소기업의 해외배송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물류 및 배송시스템도 완비했다. 판매자가 지정된 국내 물류창고까

지만 주문 상품을 배송하면 Kmall24 전용박스로 재포장되어 국가별 최적의 배

송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된다. Kmall24를 통해 해

외로 보내지는 전 상품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실시간 배송 추적이 가능하다.

지난해 이른바 '천송이코트' 사태로 해외 역직구족에게 물의를 빚었던 복잡

한 가입절차와 결제시스템도 해결했다.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등의 장애물

이 없어졌음은 물론이고 해외 소비자는 이메일과 이름, 암호만으로 편리하게 

가입을 완료할 수 있다. 페이스북 등 SNS 정보를 통한 간편한 로그인 기능도 

구현했다.   

세계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결제시스템도 도입했다. 전 세계 1억

4천8백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Paypal(페이팔), 중국 최대 결제 시스템인 

카테고리는 패션, 뷰티, 베이비&키즈, 생활용품&식품, K-Culture 등 다섯 가지 상품 군이다. 그 중에서도 한

류 콘텐츠를 판매하는 K-Culture 부분은 역직구족, 특히 중국의 '하이타오족'에게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이다.    

'하이타오족'은 쇼핑몰을 통해 한류 아이돌의 CD음반, 한류스타가 입던 의류, 소품 등을 집중구매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뷰티, 베이비&키즈용품도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카테고리다. 한방화장품 제조회사 '황후연'이나 유아베개를 

생산하는 '지오클라비스' 등 Kmall24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자체적으로 B2C 채널을 다각화 시켜나가고 

있는 우수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Kmall24는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 3개국 쇼핑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 중  방문객의 절반 이상은 중국 소

비자들이다. 그 외에 북미권(미국, 캐나다), 아시아(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순으로 많

이 방문하고 있다.

입점 신청은 Kmall24 국문사이트에서 사업자 인증만 거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트레이드코리아 회원사인 경우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기존 회원 정보 중 일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가입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입점 신청서 양식에는 회사 정보와 B2C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회사 소개 브로슈어나 

상품 카탈로그를 첨부할 수 있다. 

Kmall24 MD는 신청한 상품이 B2C 해외 판매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점승인을 하게 된다. 수출 불가능

한 품목이거나 부피, 무게 특성 상 B2C 배송이 불가능한 품목 외에는 대부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월 2회 개

최되는 공급사 교육을 통해 Kmall24 운영 프로세스를 이해한 후 본격적으로 Kmall24 관리자계정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8월에 개편된 Kmall24 홈페이지 kmall24 이용 현황

자료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지원 쇼핑몰 & 판매대행 이용수출 초보 기업 B2C 입문 도전 Level 1Level 1

쇼핑몰 개설

서비스 범위

판매 국가

참여 업체

관련 홈페이지

2014년 6월

영어권, 중화권, 일본

1,600개사(2015년 8월 기준)

상품 등록
해외고객 C/S
결제, 배송, 물류
마케팅 및 사후관리

www.kmall24.com

Alipay(알리페이), 해외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장착하여 해외 구매자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결제수단

을 통해 한 번에, 쉽게 원클릭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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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초보기업 
             A부터 Z까지 토털 서비스' 

Kmall24는 그동안 전통 온라인 무역방식이었던 B2B(기업 간)거래에서, 세계 무역시

장의 큰 변화, 즉 온라인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Online Cross Border Trading) 추세에 

맞추어 B2C로 전환하게 된 시작점의 모델이다. 따라서 해외 온라인 판매 초보 중소

기업들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토털서

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TView mall 카테고리 운영  Kmall24의 방문객중 60% 이상이 중국 ‘하이타오족’

이다. 우리는 엔터커머스(Enter-commerce)마케팅전략을 통해 한류 문화와 한류 상

품을 동시에 홍보하는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다. KBS 방송미디어의 세트장, CG 등

을 총괄하는 KBS 아트비전과 협력하여, Kmall24 입점상품을 KBS 인기 드라마 협찬, 

방송에 노출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전용 판매관인 'TView Mall'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충칭, 청도 등 중국 전자상거래 특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현

지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을 통해 한국 상품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지원

하고 있다.

해외 노출 마케팅  Kmall24에 등록된 상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노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구글, 야후, 바이두 등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를 비롯하여, SNS 채널(페이스

북, 웨이보, 인스타그램), 현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해외 구매자에게 

Kmall24를 널리 알리고 있다. 또 입점된 상품 일부는 아마존, 티몰글로벌, 라쿠텐 등 

글로벌 B2C 오픈마켓에도 등록을 지원하여, 해외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모바일 최적 환경 구축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의 모바일 쇼핑 활용률이 급증함

에 따라 소비자가 모바일에서 원활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구축해나

가고 있다. 모바일앱 푸시마케팅, 모바일앱 고객 대상 특별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

을 병행하여 모바일 구매율을 높여나가는 중이다. 아울러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유명 쇼핑몰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B2B 연계 밀착 마케팅 Kmall24 운영의 최종 목표는 B2C 소량 판매에서 B2B 대량 

수출계약으로의 전환, 즉 B2BC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Kmall24에

는 각 상품별로 'Wholesale inquiry'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대량구

매 문의가 들어올 경우 해당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 수출계약으로 확대될 수 있도

록 tradeKorea.com(무역협회 운영 B2B e-마켓플레이스)과 연계하여 카테고리 별로 

B2B매칭 전문가가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B2C 지원실 
김기현 실장

How to Solution

Level 1

Gobizkorea

글로벌마켓에 중소기업 판로 열어주는

중진공 해외 B2C 판매대행사업

서비스 개시

서비스 범위

판매 마켓

참여 업체

관련 홈페이지

2014년 4월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큐텐

1,030개사(2014년 기준)

상품 등록
고객 상담 
배송, 결제
마케팅 및 사후관리

www.Gobizkorea.com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의 소비자들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5

대 글로벌마켓에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 상품을 판매해주는 판매대행 지원사업

을 펼치고 있다. 중진공에서 판매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쇼핑몰은 아마존(미

국), 이베이(미국, 유럽 등), 타오바오(중국), 라쿠텐(일본), 큐텐(동남아시아) 

등 5대 빅마켓이다. 

중진공은 각 오픈마켓의 판매를 전담하게 될 해당 분야의 전문 판매수행사를 

선정하여 상품 선정부터 상품 페이지 제작, 판매전략 수립, 고객CS, 해외배송,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토털 서비스한다.  

중진공은 5대 글로벌 오픈마켓 진출에 앞서 참여기업들이 해당국가의 시장 

현황과 진출 방법,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울과 인천 수도

권, 대전 전주 등 전국 13개 도시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

울러 판매대행 지원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참여기업이 자발적으로 글로

벌 오픈마켓에서 상품 페이지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파워셀러 

육성교육도 병행한다. 지난해 1,000여명 이상이 중진공의 교육과정에 참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모든 중소기업이며 

업체 부담금은 전혀 없고 전액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한다. 계약 기간

은 1년으로 하되 2개 이상의 복수 마켓에 중복 입점할 수는 없으며 1개사 1개 

오픈마켓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입점 업체는 자사에서 생산(또는 전문 유통)

하는 제품 가운데 10개까지 해당 쇼핑몰에 상품 등록이 가능하다. 

중진공 해외 B2C 판매대행 지원사업은 지난해 봄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

기 6개월 동안 1,030개사의 7,000여개 제품을 소개했으며 약 40만 건의 판매

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첫 해 컴퓨터용 모니터, 한방샴푸, 패션 가발, 마스크팩, 스마트폰 액세서

리 등 다수의 히트상품을 양산시킨 중진공은 올해는 그 수혜 대상을 더 확대했

다. 지난해보다 약 500여 개가 늘어난 1,500개 업체에 대해 판매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3월부터 단계적으로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1,030개사 7천여 제품 판매

전국 순회 B2C 활성화 교육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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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판매대행 5대 글로벌마켓-1 중소기업진흥공단 판매대행 5대 글로벌마켓-2

아마존 이베이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 방문객 최다 쇼핑몰 세계 39개국 플랫폼 운영하는 글로벌 마켓

온라인 서적 판매로 출발하여 지금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종합쇼핑몰이다. 연회비 99달러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라임멥버십제도', 인기 상품을 자체 물류 창고에 미리 보관 해두었다가 주

문 즉시 배송에 착수하는 FBA시스템, 지난 구매 정보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원클릭시스템 등 여타의 B2C마켓과 차별화되는 선진적인 서비스로 최다 충

성고객을 확보하면서 방문객과 거래액 기준으로 미국 내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로 평가받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이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은 셀러로 등록하는 방법과 벤더로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셀러로 등록하려면 미국 계좌를 필수로 개설

해야한다. 미국 내 계좌 개설은 예전에는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전문적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해주거나 법인설립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겨나 손쉽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본인 명의로 미국통장을 만들고 '인터내셔널 셀러'로 등록

하면 되는데 이를 통해 개인셀러로 등록하면 세금보고 대상에는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판매금액이 누적될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한국에 사업자를 낸 기업이라면 미국에 법인을 낸 뒤 

수출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된다. 

미국의 이베이닷컴(www.ebay.com)을 기반으로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등 39개국에서 별도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200여개 국에서 3억5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 최다 국가 소비자를 확

보한  글로벌 마켓이다. 

이베이는 지난 2009년에는 옥션과 G마켓을 인수하여 국내 온라인 비즈니스

와의 연계가 매우 강화되었다.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이

베이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한국의 셀러는 약 8천 명 정도이며 이들이 올

린 수출 실적은 연간 2,100억 원에 달한다. 판매자 중 90%가 소규모 기업과 

중소상인이다.

이베이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어떤 B2C마켓과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품목

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베이에 리스팅 된 상품 수만 약 2억 개 정도로 

카테고리 별로 수만 가지의 세분화 된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특화된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면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충분한 시장조사 후 입점을 

시도해 볼만하다. 

북미시장 매출이 47%에 달해 북미시장 의존도가 높으며 향후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2012년 이베이 전체 거래액의 5%에 불과했던 신흥국 전

자상거래 이용자 비중이 2015년에는 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사 본사

웹사이트 진출국가 웹사이트 진출국가

마켓 특징 마켓 특징

순방문자 순방문자

연간 매출액 연간 매출액

웹사이트 웹사이트

미국 미국

C2C, B2C C2C, B2C

1억6,800만 명
(2014년 3분기 기준)

3억5,000만명
(2013년 기준)

880억9,900만 달러

(2014년 말 미국 기준)

약83조원 

(2013년 기준)

13개국 39개국

www.Amazon.com www.ebay.com

Level 1

*Check Point

 ·미국은행 계좌 필수(미국, 유럽지역 통용)

 ·단, 중국과 인도 진출 시 현지계좌 별도 개설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일반판매업자 진입 불가

 ·개인셀러는 IRS(미국세청)에 세금신고 의무 없도록 서면신고(1099K) 필요 

*Check Point

 ·페이팔 계정 필수(신용카드로 가능)

 ·유선 통화 불필요. 모든 고객CS는 메일 활용.

 ·유료광고 불가, 자체 기준에 의한 판매자 점수로 노출 순위 상승.

 ·일반 판매자와 프로페셔널 판매자로 구분(품목 수 40개 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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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판매대행 5대 글로벌마켓-3 중소기업진흥공단 판매대행 5대 글로벌마켓-4

타오바오 라쿠텐

중국 진출 테스트마켓 플레이스로 적당 2013년부터 입점 조건 강화, B2BC기업에 유리

국내의 옥션이나 G마켓처럼 판매자와 구매자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중국의 

최대 오픈마켓이다. 우리나라 오픈마켓의 회원 수를 전부 합쳐도 5천명이 안

되는데 타오바오는 무려 4억5천만 명이라는 가공할 만한 방문객을 확보하고 

있다. 하루 평균 고정 방문자 수만 해도 1억 명이나 되어 단일국가로는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이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텐마오(Tmall), 홍콩

텐마오(글로벌Tmall)와 같은 계열사이다. Tmall의 진입장벽이 까다로워 외

국 기업의 입점이 어려운 반면 타오바오는 세계 모든 나라의 셀러들이 비교

적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놓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원하

는 개인셀러나 소규모 제조업체라면 성급하게 쇼핑몰을 창업하기 보다는 타

오바오를 테스트 마케팅 플레이스로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권한다. 

초기 입점 비용이 거의 없으며 판매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자체 결제시스템

인 알리페이 사용)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 쇼핑몰 자체적으로 상품 꾸

미기와 관련된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한다.

알리바바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타오바오는 2014년도 3분기 기준 3,798억 

3,200만 위안(한화 기준 약 68조5,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텐마오의 

두 배에 가까운 거래액을 기록했다.

라쿠텐은 은행, 소비자 금융, 포털과 미디어, 여행, 엔터테인먼트에 이르는 

다양한 인터넷 기반 사업을 통해 '라쿠텐 경제권'을 창조하고 있는 일본 내 온

라인 쇼핑몰 1위 기업이다. 

최근 전 세계 3억 명 회원을 거느린 모바일 메신저 업체 바이버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쇼핑몰의 공식 언어를 일어와 영어

로 동시 운영하는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갖추었다.

라쿠텐은 다른 글로벌 오픈마켓에 비해 까다로운 심사 절차와 과도한 입점 

보증금제도를 운영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입점 기업에 대

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라쿠텐에 입점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수인데 대

표자는 일본인이어야 한다. 대개 일본인과 합자회사를 설립한 뒤 일본인을 

대표자로 세우는 방법을 쓴다. 상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일본 내 통관

이 선행되어 현지에서 배송을 해야 한다. 일본어로 응대가 가능한 스텝이 없

을 경우는 입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생회사이거나 자금운영이 열악한 업체

도 입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미 입점한 업체일지라도 고객 평가가 나

쁘거나 배송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되면 영구 퇴출당할 수 있다.

한국에서 도매업을 운영하여 많은 물량을 거래하기를 원하는 기업, 일본 내 

창고를 확보해 바로바로 현지 대응이 가능한 업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

다. 실제로 라쿠텐의 상위 10% 입점 기업은 도매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본사 본사

마켓 특징 마켓 특징

순방문자 순방문자

연간 매출액 연간 매출액

웹사이트 웹사이트

중국 일본

C2C, B2C B2BC 

4억5,000만 명
(2014년 기준)

9,000만 명
(2013년 기준)

약68조5,000억 원 

(2014년 3분기 기준)

약1조4,460억 원 

(2013년 기준)

www.taobao.com www.rakuten.com

Level 1

*Check Point

 ·중국계좌 필수: 한국 내 중국은행이나 중국 내 한국은행 개설 계좌는 

                        사용불가. 직접 방문 혹은 대행업체 이용         

 ·중국 계좌로 알리페이 계정 생성 후 상점 개설

 ·화장품, 식품 통관 까다로워 사전 확인 필요

 ·상표권이 입점 조건은 아니지만 도용 심각. 대비책 필요

*Check Point

 ·현지 법인 필수(대표자 조건: 일본인)

 ·일본 내 물류사무소 필수

 ·입점 보증금 약 500만 엔, 스타트업 패키지 비용(약2,100엔)

 ·법인 설립 및 판매자 심사과정 약 5~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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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판매대행 5대 글로벌마켓-5

큐텐

한국인에 가장 익숙하고 우호적인 마켓

국내 G마켓의 설립자이자 한국 인터넷 쇼핑몰 1위의 신화를 기록한 구영배 

대표가 이베이와 합작 투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큐텐은 본사의 핵심급 리더가 대부분 한국인이고 사이트의 성격도 한국의 오

픈마켓과 친숙해서 한국 기업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0년 지오시스 창립 이래 싱가포르와 일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달

성한 큐텐은 그 여세를 몰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으로 사업 영역

을 확대해왔으며 궁극적으로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최강의 전자상거래 기

업을 꿈꾸고 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어

려움을 겪은 바 있는 구영배 대표가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이라면 적

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되었을 정도로 국내 중소기

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사업자만 있으면 바로 입점이 가

능하며 거래 계좌도 한국 통장으로 가능하다. 쇼핑몰의 30% 정도가 한국 상

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중인 한국인 셀러가 3천~4천명, 이들의 판매

하는 매출액이 전체 큐텐 거래액의 25% 정도에 달한다. 

모바일 쇼핑 이용률이 높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재 모바

일 분야의 첨단 신기능을 직접 기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큐텐닷컴에 등록되는 

상품이 동아시아 각국 사이트에서 연동 판매되는 혁신적 시스템을 선보일 예

정이다.

본사

마켓 특징

웹사이트 운영국가

순방문자

연간 매출액

웹사이트

싱가포르

C2C, B2C

5개국 8개 사이트

2,000만 명
(2014년 기준)

약 5천억 원

(2014년도 기준)

www.Qoo10.com

*Check Point

 ·5개국 중 주력으로 판매할 국가의 사이트에 직접 가입

 ·보증금, 입점 수수료 없음.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7~12%

 ·배송은 계열사 '큐익스프레스' 물류창고(화곡동 소재)에서 일괄 배송

B2C Tip - 글로벌 셀러 양성 교육

이베이코리아, 
맞춤형 컨설팅으로 B2C 온라인 수출 지원

전 세계 39개국에서 운영되는 이베이 플랫폼과 G마켓 영문숍, 중문숍을 통해 역직구 및 해외직판서비스를 지원

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는 수출 초보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셀러 교육을 진행한다. 

5대 글로벌 사이트의 한국지사 중에서 유일하게 컨설팅교육시스템을 구축해온 이베이코리아는 그동안 서울 강

남과 강북, 인천,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던 온라인창업교육센터를 금년 하반기부터 성남, 분당,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13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전문가 배치 1대1 방문 교육도

이베이에듀의 교육은 온라인 및 해외 판매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베이 초급셀러 과정과 온

라인 및 해외 판매를 경험한 자영업자나 기업인들이 대상인 중급셀러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난 5월부터

는 중소규모 이상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7개월 과정의 전문교육프로그램 'eFB(ebay For Business)' 를 새롭게 

론칭했다. 

이베이의 모든 교육은 상품 소싱/페이지 구성/물류/배송/고객관리까지 해외 온라인 수출을 위한 기본적인 실무 

과정을 포함하며, 세분화된 커리큘럼으로 전문 포토샵, DSLR 촬영법, 모바일 최적화 상세페이지 제작 강좌 등도 

진행한다.

기업 대상의 맞춤형 컨설팅 'eFB(ebay For Business)' 는 전담 매니저를 배치하여 업종별로 1:1 방문교육으로 진행

하는 심화교육이다. 판매체계 구축, 판매 규모 확대, 지속 성장 지원 등 단계별 성장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G마켓, 이베이 진출 실무 지원

이베이코리아는 교육 이수 후 G마켓 영문숍과 중문숍 등 역직구몰 진출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이베이 플랫폼을 통

해 글로벌셀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국 셀러(개인,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실무 지원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의 마케팅팀 김대성부장은 "2014년도 기준으로 이베이코리아를 통해 역직구 및 해외직판을 하고 

있는 셀러는 약 8,000 셀러이며 이들이 리스팅한 상품 수는 82만개, 이를 통해 연간 2,100억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베이 코리아의 온라인 수출지원 모델

Level 1수출 초보 기업 B2C 입문 도전Level 1 정부 지원 쇼핑몰 & 판매대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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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逆)직구 판매로 B2C 도전하기

→ 글로벌 사이트 운영하는 
    국내 쇼핑몰 이용

Level

02
| 난이도

| 초기 자본

| 추가 인력

| 마케팅 비용

| 체크 포인트

초급~중급

필요없음

외국어 상담 가능자 필요

·국내 쇼핑몰 상품과 연동하여 해외 노출. 
·고객 상담 및 판매는 업체 진행, 
   일부 배송 서비스 지원

필요없음

<글로벌 사이트 운영하는 국내 쇼핑몰>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롯데닷컴

NORMAL
EASY

CHECK



글로벌 롯데닷컴 글로벌 G마켓

글로벌 사이트 운영하는 국내 쇼핑몰 이용역(逆)직구 판매로 B2C 도전하기

프리미엄 브랜드와 
우수 中企상품 판매

국내 마켓 최초로 
글로벌 사이트 운영

유아동 의류와 홍삼 등 해외에서 인기 매년 두자릿수 성장세 기록

中企 우수 상품 입점 및 해외 판로 지원 중화권 전체 거래의 80% 육박 

글로벌 롯데닷컴은 롯데닷컴의 해외 버전으로 지난해 4월부터 해외 역직구

족을 위한 쇼핑사이트를 오픈하고 100여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해 28개 국

가로 해외배송을 시작했다. 글로벌 사이트에 소개되는 주요 제품들은 현재 

해외 여행객에게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유아동 브랜드와 홍삼, 패션잡

화와 화장품, 의류와 골프용품 등이다. 

프린세스·스톤헨지·메트로시티·소다 등 잡화 브랜드와 영패션 커밍스텝, 

남성패션 TI포맨·커스텀멜로우·헤지스 브래드 등 100여개가 넘는 프리미

엄 브랜드를 한국의 쇼핑몰과 연동해 판매하고 있다. 롯데닷컴 관계자는 특

히 유아동 브랜드로 선보이고 있는 프랜치캣·블루독·베네통키즈·게스키

즈를 비롯해 압소바·밍크뮤·프리미에쥬르 제품이 중국 하이타오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오픈마켓 선두를 달리고 있는 G마켓은 2011년부터 가장 먼저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G마켓은 국내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면 동시에 G

마켓의 영문숍과 중문숍에 노출시킨다. 입점업체 중 해외 실적이 있는 곳은 

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고객들은 이메일과 생일 등 간단한 개인

정보 기입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국내 신용카드, 미국 신용카드, 국내 은행 

계좌 이체, PayPal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미국 발급 

Visa와 Mastercard는 별도의 카드 등록 절차 없이 미국 내 온라인 웹사이트

와 동일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G마켓은 한국 내 물류센터를 통해 1차 취합하여 묶음 배송을 실시하

기 때문에 개인이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통해 보내는 것 보다 23%~28%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Door-to-Door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의 출고

이후 수령까지 전 과정 트래킹이 가능하다. 

글로벌 롯데닷컴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입점 판매도 적극 지원

한다. BRTC, 프리비아, 루바니 등 글로벌 롯데닷컴을 통해 선보이는 중소기

업 제품은 롯데백화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선정했으며, 해외고객의 선

호도를 고려해 고기능성 화장품 및 다양한 이색 잡화 상품의 비중을 높였다. 

글로벌 롯데닷컴은 매주 배너에 노출되는 기획전을 진행하고 Surprise Deal 

코너도 주 2회 이상 변경 운영한다. 이밖에 매월 특정기간 배송비 할인 혜택

을 제공하고 중국고객을 대상으로는 웨이보와 바이두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

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사이트에

서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 교환이나 반품이 어려운 국제배송과 역직

구의 단점도 보완했다. 해외고객의 편의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총 3

개 국어로 고객응대(CS)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편 롯데닷컴은 지난 6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中企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롯데닷컴이 구축한 국내외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중소기

업 상품의 입점과 해외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

기로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여 국내시장 판매 활성화를 돕는 것은 

물론 중국시장,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적극 모색하게 된다.

글로벌 G마켓은 최근 4년간 전년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년대비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화권의 매출이 

단연 압도적이다.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66%, 대만이 11%로 중화권이 77%

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미국이 11%, 러시아와 호주가 각각 6% 정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평균 구매액도 중국 고객의 경우 307억 달러, 

미국 고객은 103억 달러 수준으로 중화권의 매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서비스 개시 서비스 개시

운영 형태 운영 형태

배송 국가 배송 국가

웹사이트 웹사이트

2014년 4월 2011년

미국, 중국 등 28개국 중화권, 러시아, 호주 등

영문·중문 사이트 
연동 운영

영문·중문 사이트 
연동 운영

www.Lotte.com www.Gmarket.com

Level2Level2

자료원: 글로벌 G마켓

글로벌 G마켓을 선도하는 중문샵
글로벌 롯데닷컴 영문샵

G마켓 글로벌샵 연간 거래 증가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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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글로벌 인터파크

'국제 배송관' 통해 
전 세계 영어권국가 배송

'위샵 베트남'에 
인터파크 전용관 론칭

지난해 역직구 매출 50% 상승 지난해부터 글로벌 지원 서비스

의류와 뷰티·잡화가 가장 인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도 전용관 계획

국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토종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도 '영문 11

번가'와 '전 세계 배송관'을 운영하면서 역직구족을 공략하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영문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11번가는 사이트 전면에 국제배

송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역직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있다. 

11번가 역시 해외 거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입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SK 플래닛 OneID 정책을 사용하여 한 번의 가입절차로 개인 구매자 및 사업

자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국내 본인 인증이 어려운 

재외 거주 국민과 외국인들은 이메일을 이용한 간편 본인인증도 가능하다. 

해외 구매자의 경우 한국 내 계좌이체, 한국 신용카드, 해외 신용카드, 

PayPal 결제가 가능하며 11번가 자체 계좌 내 적립금을 이용해서도 결제할 

수 있다. 해외 신용카드는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어 지원 및 해외 결제시스템 문제를 보완

한 글로벌 쇼핑사이트(express.interpark.com)를 통해 역직구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중문ㆍ영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패션ㆍ뷰티, 유아

동ㆍ식품, 리빙, 디지털, 레저 등 총 600만 여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글로벌 쇼핑사이트의 최초 페이지는 사이트 접속자 위치 기반으로 맞춤형 상

품 및 카테고리가 분류돼 노출된다. 인터넷과 SNS 이용자 등 해당 지역 소

비자를 분석해 관심 제품을 선정하고, 특화 상품 군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국

가별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오늘의 상품, 뉴 아이템, 

핫 아이템, 이벤트 등 기존 인터파크 사이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 편리한 구매를 위해 상품가격을 달러ㆍ유로ㆍ위안ㆍ엔화로 바로 환산해

주는 환율정보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을 변경했다.  

인터파크는 앞으로 일본어ㆍ스페인어 등 외국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인

터파크의 차별화된 e커머스 콘텐츠인 여행, 공연 상품들과 연계된 패키지 상

품을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다.

여러 판매자의 상품을 한 번에 구입 할 시 국내 11번가 물류센터에서 한 번

에 묶음 배송을 하여 개별 배송비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

가 등록한 상품별 무게에 의해 계산된 '예상 해외 배송비'와 11번가 물류센터

가 실측한 '실제 해외 배송비'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하고 있다. 

11번가는 첫 해외배송의 경우 10만 원 이상 제품 구매 시 배송비를 최대 4만

원까지 할인해주고, 해외 배송 시 배송 금액과 거리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해외 구매자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을 펼치고 있다. 11번가 국제 배송관의 2014년 연 매출은 전년대비 50% 이

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 관계자는 사이트 오픈과 함께 미국의 한

류 사이트에 광고를 한 영향으로 초기에는 미주 지역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

용하였지만 현재는 중국의 매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역직구 매출 비중은 중국이 35%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미국(18%), 

호주(17%), 캐나다(15%)가 따르고 있다. 이 외에 한류의 영향력이 높으면서 

배송기간이 짧은 아시아 지역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이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의류(45%), 잡화·뷰티(34%)로 이른바 '한

류 상품'이 가장 많았으며, 식품·유아동복 10%, 디지털·가전 6%, 리빙·

건강·레저 2%, 도서·취미 2% 등의 순이다.

한편 인터파크는 지난 5월 동남아시아의 다국적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위샵

(WeShop)'과 업무 제휴를 맺고 '위샵 베트남' 에 인터파크 전용관을 오픈했

다. 위샵은 '인도네시아(Weshop.id)', '말레이지아(Weshop.my)', '싱가포르

(Weshop.sq)'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다국적 온라인쇼핑몰이다. 

인터파크 전용관은 해당 브랜드의 계정을 생성해 브랜드를 '입점'하는 방식이 

아닌 'API 연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인터파크가 상품 DB를 위샵에 전

달하면 전용관에 자동 등록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기존 물류 프로세스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배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인터파크 전용관에서는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홍삼, 화장품, 유아용품을 선보

이고 있으며 판매량 및 현지 마케팅 상황에 따라 점차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파크는 위샵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이트에도 

순차적으로 전용관을 설치하여 베트남과 동일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비스 개시 서비스 개시

운영 형태 운영 형태

배송 국가

배송 국가

웹사이트

웹사이트

2012년 2014년

영어권 100여 개국

중국, 동남아, 북미 배송

영문 사이트 연동 운영 영문·중문 사이트 
연동 운영 
<위샵 베트남> 전용관 개설

www.11St.com

express.interpark.com

Level2

인터파크 글로벌 중문샵

위샵베트남에 론칭한 인터파크 전용관

11번가 영문 쇼핑몰

글로벌 사이트 운영하는 국내 쇼핑몰 이용역(逆)직구 판매로 B2C 도전하기Leve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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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오픈마켓 파워셀러 도전하기

→ 특화된 전문몰, 
    신흥국가 현지 쇼핑몰 공략

Level

03
| 난이도

| 초기 자본

| 추가 인력

| 마케팅 비용

| 체크 포인트

중급

일부 쇼핑몰 입점 비용 있음

상품 페이지 관리 및
외국어 상담 가능자 필요

글로벌 오픈마켓 중에는 현지 법인 필수, 
혹은 한국 법인에 한해 입점 가능한 곳도 있음

필요없음

<특화된 마켓플레이스>

  ●엣시, 뉴에그닷컴, 웨이판후이, 아소스
<신흥국가에 진출 가능한 오픈마켓>

  ●라자다, 일레브니아, 큐텐인도네시아

NORMAL

CHECK



동남아 최강 온라인 플랫폼

라자다 베트남

베트남 진출 3년 만에 온라인 쇼핑몰 1위

지난 7월 Lazada 내 '한국상품관' 첫 오픈

'쇼룸' 오픈하고 모바일 앱 출시

월간 방문자 1,200만 명, 5,000만 건의 페이지 뷰

Lazada베트남의 판매업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본사 내 셀러센터의 지침대로 등록 절차를 밟으면(오픈할 

상점, 은행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등) 등록 승인까지 약 7~10일 정도가 소요된다. 판매상품을 게시하는 데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물품을 팔았을 경우 수수료가 대략 10% 정도이다. 판매업자가 유의할 점은 최소 5개 이

상의 재고 수량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 입점 정책이 까다롭지 않은 반면 한국의 유통업체나 글로벌셀러들이 

이 쇼핑몰에 당장에 입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내 솔루션 업체에서 아직까지 베트남어 지원이 준비되지 않는 

등 내부적인 시스템이 미비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일 'KOTRA 한국상품관'이 Lazada 내에 최초로 문을 열어 향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KOTRA 한국상품관에는 국내기업 36개사가 입점했으며, 생활용품과 소형가전, 화장품, 액세서리 등 68종 369

개 제품을 선보였다.

작년 초 Lazada는 다낭시에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전시할 '쇼룸'을 오픈했다. 이는 잠재 고객들이 상품을 

직접 보며 품질과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입 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하는 법까지 배울 수 

있는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목적에서 개설한 것이다. 

또한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핸드폰 보유율이 높고 모바일 쇼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의 환경을 감안

하여 Lazada 모바일 앱을 출시해 이미 운영중이며 지난해 모바일 앱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품목은 핸드폰, 가정 

및 생활용품, 패션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Lazada는 독일에 본사를 둔 로켓트인터넷 그룹이 인큐베이팅한 회사로 전 세

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한 온라인 전문 플랫폼이다. 지

난 2012년 인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5개국에 현지 종합몰을 오

픈한데 이어서 최근 싱가포르까지 진출하여 동남아시아 인구 6억 명을 한데 

모으는 최강 플랫폼 구축을 실현하고 있다.

Lazada는 다른 경쟁기업에 비해 다소 늦게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음에도 불

구하고 지난해 판매수익 면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인 26%를 차지하면서 

진출 3년 만에 베트남 1위 전자상거래 업체로 확고하게 자리를 굳혔다. 

지난 3월 베트남 진출 3주년 기념행사에서 Lazada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

면 2014년 한 해 동안 1,500개 이상의 판매업체가 제공한 300,000만 개의 

상품을 베트남 시장에 판매했으며 월간 1,200만 명의 방문자와 5,000만 건

의 페이지 뷰, 110만 명의 페이스북 팬을 확보하며 지난해 약 5,245억 동(약

2,47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대비 5배나 신장

한 수치이다. 

Lazada베트남 고객의 70%가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에 분포해 있으며 고객의 

80%는 18~34세의 젊은 연령층이다. 

Lazada베트남 쇼핑몰

Lazada 한국상품관 홈페이지

Level 3Level 3

론칭 시기

투자 형태

쇼핑몰 콘셉트

진출 지역

진출 현황

2012년

동남아 최다 진출 
현지 플랫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독일계 로켓트인터넷그룹 
단독 투자

베트남 1위, 싱가포르 1위

특화된 전문몰, 신흥국가 현지 쇼핑몰 공략글로벌 오픈마켓 파워셀러 도전하기

베트남 다낭시에 오픈한 Lazada 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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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낮은 베트남 가격경쟁력이 키워드'

Mr. Alexandre Dardy 대표에게 듣는 
Lazada베트남의 경쟁전략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베트남 1위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시장접근 전략에 기인한다. 우리는 베트남 시장이 전자상거래 발전에 우호적인 환

경을 갖춰나가던 초기에 진출했다. 베트남이 꾸준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과 청년층 인구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인프라가 점진

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 주목했다. Lazada베트남의 대다수 고객은 인터넷 서핑과 신기술을 선호하

는 젊은 연령층이다. 고객 중 40%는 광대역 인터넷, 25%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접속

하고 있다. 

동남아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Lazada그룹의 경영 방침 중의 하나는 국가별 고객의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

해 85% 이상의 직원을 현지 채용하여 시스템과 서비스의 철저한 현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Lazada베트

남 역시 이러한 기본 원칙에 충실했다. 

우리는 현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와 IT시스템을 활용한 고효율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

발하여 온라인 주문을 관리해왔다. 또한 판매업자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문 인력을 충분

히 확보하여 판매업자로 하여금 상품 다양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진열물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도록 수시

로 요청하였다.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베트남에서 동급 최고의 물류 및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상품을 직접 확인해

보고 구매하고 싶어 하는 베트남 소비자의 정서를 고려해 택배 배송을 받고 난 후 결제를 하는 COD시스

템을 선진적으로 도입했다.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편집숍에서 물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쇼룸' 을 적극적으

로 활용한 것도 이러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베트남에서 경쟁력의 관건은 '가격'이다. Lazada는 경쟁사의 가격을 날마다 체크하여 가

격을 갱신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울러 1년 내내 정기적인 프로모션 행사를 열어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가격을 제공했다. 베트남 특유의 소비감성과 최대한 접근하려고 기울인 노력이 나름의 성공요인

이었던 것 같다.

Interview 11번가 인니 현지 종합몰

일레브니아

'역직구몰로는 부족하다' 
               현지 진출로 동남아 집중 공략

11번가는 동남아시아 전문 한국형 오픈마켓을 표방하며 터키, 말레이시아, 인

도네시아에 잇달아 현지 종합몰을 론칭했다. 11번가의 모 기업인 SK플래닛은 

모바일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IT기업들이 앞 다투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동남아 현지에서 한류를 아이콘으로 내세운 차별화된 서비스와 각 

지역 모바일 트렌드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

리고 있다.  

일레브니아는 11번가가 누마라 온비르(n11.com)라는 이름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터키에 진출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진출한 인도네시아의 현

지 종합몰이다. SK플래닛과 인도네시아 XL통신사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되었

으며 종합쇼핑몰로써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업계 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levenia는 숫자 11을 뜻하는 영어 '일레븐(eleven)'과 세계를 뜻하는 인도네

시아어 '두니아(dunia)'의 합성어로, 판매와 소비자를 일대일로 연결해주는 

쇼핑의 세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levenia는 11번가의 시스템을 인도네

시아 소비자 이용행태와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고, 인도네시아의 웹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시킨 '11번가의 인도네시아 버전'이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쇼핑몰에 가입한 회원 수는 약 100만 명(여성 52%, 남

성 48%). 고정 방문객 외에  페이스북(58만 명), 트위터(11만2,000명), 구글

플러스(15만7,000명) 등 다른 경로를 통해 방문하는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

는 추세여서 월간 순 방문자 수만 500만 명에  달한다. 셀러 수는 론칭 초기

보다 300% 증가한 2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상품 리스팅 수도 초기 52만 

개에서 무려 400% 증가한 200만 개로 늘어났다.

론칭 시기

투자 형태

쇼핑몰 콘셉트

진출 지역

진출 현황

2014년

동남아 타깃 
한국형 현지 오픈마켓

인도네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한국 SK플래닛 
인니 XL통신사 합작

인도네시아 3위, 터키 1위
elevenia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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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비 정서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

고객밀착경영 뿌리내리다

판매자 경쟁력 높이는 '셀러존' 운영

elevenia 현지의 마케팅팀 관계자는 "인니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면서도 

실제 구매로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가격 때문"이라며 "현지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고 덧

붙인다. 한국에서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는 셀카봉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유행했으나 elevenia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2분의 1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가품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데 한국 제품은 필요 이상으로 사양이 많고 고스펙이어서 현지인들이 가격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것. 심지어 온

라인 쇼핑몰의 대표 품목인 의류의 경우도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높은 제품 가격, 배송 문제 등으로 판매가 쉽

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elevenia는 인니 현지의 환경과 소비 정서를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류는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이미지를 고급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되 실제 판매는 현지에서 직접 매입한 저가 

상품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인니 현지에서 저가의 비용으로 의류를 생산하고 생산된 의류를 한국으로 배송해서 

한국에서 카탈로그와 광고 등을 촬영한 뒤 제작된 광고물을 인니 현지에서 마케팅에 활용한다.

elevenia는 현지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론칭 이후 정기적인 할인 행사와 다양한 쿠폰, 마일리지 

프로그램으로 마켓의 존재를 널리 알려왔다. 할인행사와 기획이벤트 프로모션은 평범하고 재래적인 방법이지만 

저가 상품과 할인 혜택에 매력을 느끼는 인니의 소비자에게는 가장 적절한 판촉 전략이다.

향후에는 elevenia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품 교환, 환불 조치 외에 소비자에게 특별한 보상

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상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현지 소비자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

기 전에 전화를 걸어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먼저 판매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 결제를 꺼

리는 것도 기본적으로 온라인 쇼핑 시스템에 대한 불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정서에 맞춰 신

뢰도를 쌓고 구매로 유인하기 위해 확실한 교환과 반품, 환불정책 나아가 보상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오픈마켓 업계 최초로 24시간 고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고객밀착 

경영을 뿌리내리겠다는 방침이다.  

elevenia는 구매자 뿐 아니라 판매자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셀러들은 아직 온라

인 커머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 판매를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카르타 내 3곳에서 운영되는 '셀러존'에서는 오픈마켓 판매자를 육성하는 교육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셀러존 내에 위치한 셀러스튜디오에서는 전문 사진작가가 상주하며 셀러들

의 상품에 경쟁력을 더할 사진 촬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셀러들이 직접 촬영하는 한국과는 달리, 전문 사진

작가가 직접 지원하는 상품 사진은  다른 경쟁사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셀러들에

게 포토샵이나 온라인 스토어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교육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컨설팅도 제공한다. 

'한국 셀러에 친숙한 환경, 각종 우대 혜택도 부여' 

일레브니아의 한국 셀러 담당자에게 듣는다

elevenia의 판매업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단계는 eleveni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Seller Office'를 클

릭한 후 한글로 지원되는 회원 가입서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신청서 양식에 글로벌셀러로 가입한 

뒤 한국 입금계좌를 등록한다. 해외 셀러 전용 결제방식도 이용이 가능하다. 

2단계는 이메일 인증인데 약 3~4일 정도 소요된다. 인증 절차가 끝나면 바로 'Seller Office'를 로그인하여 

상품을 등록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셀러를 전담하는 한국 담당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은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다. elevenia의 입금 방식은 한국의 오픈마켓 시스템과 유사하다. 구

매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elevenia로 입금하면 판매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발송한다. elevenia는 구매자의 구매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는 에스크

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셀러에게는 자동 구매 확정 및 셀러 밸런스 포인트 입금 제도를 통해 빠른 구매 확정과 빠른 입금 등

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로 배송되는 모든 상품은 물건을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구매

자의 확정 승인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된다. 판매 대금은 모두 셀러 벨런스로 입금되며 언제든

지 한국 계좌로 송금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elevenia 내에 한국 셀러를 위한 '한국전문관'을 따로 운영하여 한류 상품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elevenia에는 현재 약 22,000명의 셀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기준 한국인으

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셀러는 약 450명이다. 

Interview
elevenia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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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글로벌마켓

큐텐 인도네시아

'한국인에 친숙한 동남아 전문 글로벌마켓'

한국인 셀러 적극 지원하겠다

인니에서 흑자 실현한 드문 쇼핑몰

한국 사업자만 있으면 바로 입점이 가능하며 거래 계좌도 한국 통장으로 가능하다. 큐텐 동남아 쇼핑몰의 30% 정

도가 한국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중인 한국인 셀러가 3천~4천명, 이들의 판매하는 매출액이 전체 큐텐 

거래액의 25% 정도에 달한다. 

큐텐 인도네시아의 현지 알렉사 순위는 130위 내외이며 회원 수는 120만 명 정도이다. 하루 평균 방문자는 약 

20만 명이고 사이트 트래픽은 평균 200만 페이지 뷰에 달한다. 현재 큐텐 인도네시아의 한국 상품 비중은 10% 

정도이며 등록된 1만 명 가운데 한국인 셀러는 300명 정도에 불과하여 한국인 글로벌셀러들에게는 기반이 형성

되지 않은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큐텐 인도네시아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화장품, 패션상품, 휴대폰과 휴대폰 

액세서리 상품들이다. 

큐텐은 모바일 쇼핑 이용률이 높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재 모바일 분야의 첨단 신기능을 직

접 기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큐텐닷컴에 등록되는 상품이 동아시아 각국 사이트에서 연동 판매되는 혁신적 시스템

을 선보일 예정이다.큐텐은 G마켓의 설립자 구영배 대표가 이베이와 합작 투자해 설립한 회사이

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큐텐은 본사의 핵심급 리더가 대부분 한국인

이고 사이트의 성격도 한국의 오픈마켓과 친숙해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에 가

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인니,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등 6개 지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온 큐텐은 궁극적으로 아시아를 기

반으로 하는 최강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꿈꾸고 있다. 

큐텐의 거래 규모는 2014년 기준 연간 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으며 현재 큐텐의 성장을 견인하는 쌍두마차는 초기에 오픈한 큐텐 

재팬과 규텐 싱가포르이다. 큐텐 인도네시아는 큐텐이 2011년 3월 동남아시

아에 네 번째로 론칭한 오픈마켓으로 현지에서 4~5위권 시장 점유율을 기록

하고 있으나 흑자를 실현하고 있는 드문 쇼핑몰로 손꼽힌다.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되지만 10여 개의 

신생 사이트들이 적자를 보면서 각축하는 태동기 시장이어서 큐텐의 흑자시

대 돌입은 한국형 마켓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시장

에서 입지를 구축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구

영배 대표가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이라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되었을 정도로 국내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

공하고 있다.

큐텐 인도네시아 쇼핑몰

Level 3

론칭 시기

투자 형태

쇼핑몰 콘셉트

진출 지역

진출 현황

2011년

동남아 타깃 
한국형 글로벌마켓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오시스와 이베이 합작

싱가포르 1위, 
인도네시아 4~5위

특화된 전문몰, 신흥국가 현지 쇼핑몰 공략

'부정관행 만연, 협력사 선정은 신중하게 하라'

큐텐 인도네시아 셀러에게 듣는 진출 전략

큐텐 셀러 전용프로그램인 QSM은 어떤 국가에 속하는 사이트에서든 해당국 현지어는 물론이고 한국어로

도 이용이 가능하다. 언어 이외에도 세부 기능들의 화면 배치가 한국인의 시각에서 설계되어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한국의 G마켓을 이용해본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품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 등록해 놓으면 동남아 여러 국가의 큐텐 사이트에 노출되는 연동 기능

이 있다. 상품이 판매되면 그 대금은 해당 큐텐 사이트가 속해 있는 국가의 법정 통화로 정산이 되고 국내 

은행 원화계좌로 출금할 수 있는 것도 편리한 점 중의 하나이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ATM기기를 이용한 현금송금 방식과 구매 결정 이후에 대금결제를 이행하는 COD 

방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저가 상품이나 할인 상품, 공동구매 상품 등을 선호하는 특성

이 뚜렷하다. 또한 푸시성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구매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현지에 진출하기 전에 인니 소비자들의 특성과 구매패턴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입과 통관 상의 어려움이 많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지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려

면 믿을 수 있는 협력업체를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nterview

Level 3 글로벌 오픈마켓 파워셀러 도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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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전문몰-1 특화된 전문몰-2

엣시 뉴에그닷컴

장인정신을 사고 파는 인간적인 오픈마켓 전자제품의 모든 것, 가격과 사양 비교 구매 가능

목수의 아들이었던 로버트 칼린(Robert Kalin)은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데 익

숙했다. 가구, 스피커, 책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물건을 팔기가 쉽지 않았다. 

연쇄점이나 이베이에 내다 팔기도 싫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연결해, 중간 상

인 없이, 독특한 수제품을 직접 파고 사는 공동체를 구상했다. 

그렇게 해서 2005년 탄생한 것이 전자상거래 사이트 엣시이다. 엣시는 수공

예품을 만드는 독립예술가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정

을 느끼는 인간관계가 엣시 장터의 핵심이며 공유 경제, 협력적 소비 시대가 

낳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장터이다.

2008년 미국을 강타한 경제 불황에도 회원 수는 계속 늘어 지금은 세계 200

개 국가에서 회원 2천2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85만 개의 상점을 들락거

리고 있다. 2011년에는 5억2천5백만 달러, 2012년에는 8억9천5백만 달러

어치의 물건을 팔았고 지난해에는 10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어쿠스

틱 바이올린 기타, 수공예 제품, 가방과 지갑, 가구, 유리제품, 파이프, 조각

제품, 스테인 글라스 등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이다.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전체 거래액의 30.9%가 미국 본토 이외의 국가에서 

일어난다. 베를린, 더블린, 런던, 파리 등 유럽 도시와 캐나다 토론토, 호주 

멜버른에 지사가 있다. 판매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특별한 인증 절차 없

이 가입만 하면 온라인샵을 오픈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다. 

뉴에그닷컴은 대만계 미국인 Fred Chang이 2001년에 설립한 전자기기 전

문 오픈마켓이다. 설립이래 온라인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였으나 2010년 

부터는 마켓 플레이스를 개설하여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생산업자는 물

론이고 유통업자들도 등록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아시아지역의 판매자

들은 2012년 무렵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가격 및 제품을 비교하며 구매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잘 알려진 회사로 미국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에서 2위

를 하고 있는 업체이다. 아마존닷컴이 구매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다음 구매 

시 제품 추천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뉴에그닷컴은 구매자들이 제품 

가격과 사양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만큼 구매

자의 신뢰도가 높다.

주 판매 제품군은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부속부품, 전자제

품 액세서리, 가전제품, 소프트웨어 등 약 75개 산업군 200만 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전자기기 전문 스토어인 뉴에그 본 웹 매장과는 달리 뉴에그 마켓플레이스는 

의류, 잡화, 보석액세서리, 장난감류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개발된 마켓플레이스 

'First from Asia'도 운영하고 있다.

본사 본사

마켓 특징 마켓 특징

주요 판매지역 주요 판매지역

순방문자 순방문자

사이트 사이트

연간 매출액 연간 매출액

미국 뉴욕 미국

미국, 유럽 미주지역, 중화권

2,200만 명(2014년 기준) 2,500만 명

www.etsy.com www.Newegg.com

수공예품 전문 오픈마켓 전자기기 전문 오픈마켓

약 10억 9천만 달러
(2014년도 기준)

약 27억 달러
(2013년도 기준)

*Check Point
 ·개인, 법인 누구나 상품 등록하고 판매 가능

 ·입점 비용 없음. 제품 업로드시 상품등록 수수료 약 ＄20USD

 ·제품 판매시 매출액 기준 3.5% 수수료

 ·외국어로 메신저 상담 능력 필수

*Check Point
 ·생산업자, 유통업자 상품 등록 및 판매 가능

 ·판매희망자는 W-9증명서(미국 국세청 발급 공식 세금 등록번호), 

    은행계좌, 제품 관련 보험증명서 제출해야함 

 ·판매수수료는 제품에 따라 8~15%

    (게임 콘솔 휴대폰 8%, 소프트웨어 15%)

Level 3특화된 전문몰, 신흥국가 현지 쇼핑몰 공략Level 3 글로벌 오픈마켓 파워셀러 도전하기

알고 가자! B2C · 205B2C해외직판 가이드북 ·204



특화된 전문몰-3 특화된 전문몰-4

웨이핀후이 아소스

보세부터 명품까지 할인판매하는 온라인 아웃렛 영국 최대의 의류 판매 오픈마켓

웨이핀후이는 'VIPSHOP'으로도 알려진 중국 최대 규모의 여성 전용 온라인 

커머스이다. 엄선된 입점 브랜드의 제품을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판

매하거나 이월 상품, 재고로 남은 명품 가운데 상품성이 있는 제품을 선별하

여 정해진 기간 동안 파격적으로 할인 판매하는 일종의 온라인 아웃렛이다.

의류, 화장품, 액세서리 등 여성과 관련된 제품이 주를 이뤄 여성 고객 비중

이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2008년 설립되어 1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

고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만 1,200만 명, 입점 브랜드는 약 1만 3천개에 

달한다. 2013년도 매출액은 약 17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예상 

매출액은 한화 기준 13조원 규모이다.

중국의 대다수 전자상거래 업체는 방대한 고객의 기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

후 고객의 소비 패턴을 추측하는 등 사업에 IT기술을 최대한 접목하고 있는

데 비해 웨이핀후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IT기술 응용에 연

연하지 않는 독자적인 경영을 펼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선야(沈亞) 웨이핀후이 회장은 "유행에 민감한 상품은 수치 등 정량화된 통계

보다 패션 감각이 뛰어난 전문가 집단의 선택이 정확하다" 는 경영 방침을 강

조하며 유행에 민감한 머천다이저(MD)를 600명 이상 고용해 판매 전략을 세

우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마켓, 11번가 등과 마찬가지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

하는 글로벌 의류전문 오픈마켓 사이트이다. 한국의 해외직구족에게도 널리 

알려진 패션전문 쇼핑몰로서 본사 기반을 두고 있는 영국 이외에 미국, 프랑

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호주, 러시아에 웹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영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6만여 브랜드들이 입점하여 고가의 

명품 브랜드부터 중저가 보세의류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패션아이템을 판매

하고 있다. 쇼핑몰을 방문하는 패션 마니아들을 위해 스트리트 패션, 코디 정

보, 패션 매거진 등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전하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소스의 거래액이 가장 높은 곳은 단연 영국이지만 미국과 유럽지역에서도 

많은 단골팬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3년도 역직구 판매 성

장률이 56%나 되어 영국 본국의 성장률 32%를 크게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아소스 측은 미국 오하이오에 리턴 프로세스 센터를, 뉴욕에는 마케팅 서

비스 오피스 및 쇼룸을 두고 미국 소비자와 밀접한 판매 전략을 구축해 나가

고 있다. 

명품 의류를 최대 70%까지 할인판매하는 상설 아웃렛 코너가 인기리에 운영 

중이며 해외직구 고객들에게 국가별로 구매금액이 15파운드~20파운드 이상

이 되면 무료배송을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성의류 브

랜드 Lip By Lip브랜드가 입점해있다. 

본사 본사

마켓 특징 마켓 특징

주요 판매지역
웹사이트 운영국가

순방문자

사이트 사이트

연간 매출액 연간 매출액

중국 광저우 영국

중화권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호주, 러시아 등1억 명

www.Vip.com www.Asos.com

여성 전문 온라인 할인점 전 세계 패션의류를 
판매하는 오픈마켓 

약 17억 달러
(2013년도 기준)

약 4억8천480만 파운드
(2013년도 기준)

*Check Point
 ·중국 2,3선 도시 기준 가장 많은 회원 수 확보 

 ·2015년 3월 한국기업과 역직구 확대 위한 MOU 체결. 

 ·연내 100개 한국 브랜드 소싱 계약 체결 목표

*Check Point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패션아이템이 주조를 이룸

 ·쇼핑몰을 방문하는 중국 소비자의 한국 패션 선호도가 높음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한국 브랜드 입점을 증대시킬 계획.

Level 3특화된 전문몰, 신흥국가 현지 쇼핑몰 공략Level 3 글로벌 오픈마켓 파워셀러 도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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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의 완결, 
해외직판 쇼핑몰 도전하기

 → 해외직판 소호몰 운영
     해외직판 전문몰, 
     종합 쇼핑몰 입점

Level

04
| 난이도

| 초기 자본

| 추가 인력

| 마케팅 비용

| 체크 포인트

중상, 고급

상품 페이지 관리 및
외국어 상담 가능자 필요

*일반적인 수순

·국내 쇼핑몰 기반 복수 외국어 쇼핑몰 운영
   → 해외직판 전문몰 또는 대형 쇼핑몰 한국관 입점
·글로벌 오픈마켓 판매

   → 해외직판 소호몰 오픈 

키워드 광고, 이메일 광고
배너 광고 마케팅 필요

CHECK

HARD

<관련 솔루션 업체>

    ·심플렉스인터넷(주)
    ·(주)코리아센터닷컴
    ·(주)에이컴메이트코리아
    ·(주)티쿤글로벌
    ·(주)판다코리아닷컴

외국어 쇼핑몰 구축 비용, 
입점 및 판매대행 의뢰할 경우 해당 비용



심플렉스인터넷(주)

해외진출에 필요한 
통합솔루션 제공

쇼핑몰 구축부터 국가별 결제까지

3만6,000개 쇼핑몰 해외직판 진출

'스타일난다'등 대박 쇼핑몰 탄생

지난 1999년부터 국내 쇼핑몰의 통합 솔루션 브랜드로 성장해 온 심플렉스

인터넷은 국경을 넘은 인터넷 쇼핑이 급증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단순히 

국제배송만 지원했던 과거 방식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는데 한계

가 있다고 판단, 2013년 9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을 론칭했다. 

Cafe24의 글로벌 서비스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쇼핑몰을 구축하는 한편 

현지 언어로 된 고객 상담(CS), 마케팅, 국가별 결제(PG) 등록까지 해외 국

가의 환경에 맞는 토털케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해외 소비자에게 

가장 익숙한 환경과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해외 소비자들

이 본인이 쓰는 언어와 PG로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2015년 5월 현재까지 Cafe24를 통해 3만6,000개의 해외직판 쇼핑몰이 구

축되었으며 사용 언어는 영어, 중국어(번체/간체),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

투갈어 등으로 다양하다. 해외직판에 나선 운영자는 평균 2개 이상의 언어로 

쇼핑몰을 구축하고 있으며 언어권 별로 살펴보면 영어(40.2%), 중국어 간체

(28.6%), 일본어(26.4%), 중국어 순으로 온라인 쇼핑 강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외에도 중국어 번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도 

4.8%의 비중을 차지한다. 향후 프랑스어와 독일어 서비스를 구축하면 세계 

인구의 90%를 대상으로 온라인 해외직판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특한 아이템과 전문적인 운영노하우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한 쇼핑몰들은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성의류 전문몰 '스타

일난다'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 강

소기업으로 우뚝 자리매김했으며, 여성의류 전문몰 '바가지머리' 역시 지난해 

일본 직판 쇼핑몰을 통해 일평균 방문자 수 4,000여명을 기록했고, 전년 대

비 250% 상승한 매출을 기록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심플렉스인터넷에서 운영하는 

Cafe24 홈페이지

"6개국 250명 마케팅전문가 
                        현지 시장 맞춤지원”

해외직판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을 구축하는 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지만 그 이후 '상품'과 '브랜딩' 과정이 중요하다. 잘 팔릴 상품을 선정

하고, 그 상품을 각 나라에 맞게 현지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적절한 프로

모션전략을 통해 쇼핑몰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Cafe24는 쇼핑몰을 구축한 업체들이 해외마케팅 전문가가 없더라도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해외 6개국 지사에 배치된 250명의 마케팅 전

문가가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적절한 마케팅채널을 연결해주며 지역별, 

시즌별 광고 전략을 소개하고 키워드, 디스플레이 광고를 선택해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에는 제휴사인 구글과 공동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

브에 올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카페24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제이디닷컴, 미국 아마존, 일본 라쿠텐, 동남아 

라자다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운영하는 

글로벌 마켓에 한국 기업들이 입점하는 과정을 간소화시키고 있다. 주요 글로

벌 PG 회사들과 협력을 맺어 결제시스템 선택의 폭도 넓혔다. 쇼핑몰 사업자

는 중국, 미국, 일본의 대표 PG(결제시스템)를 선택하여 연동이 가능하다. 

신기술 개발, IT인력 보강 등 연구 분야에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Cafe24를 

활용하는 쇼핑몰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올 초에는 노후 서버를 최

신 가상화 기반으로 이전해 주는 '서버 리뉴얼'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모바일 

쇼핑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모바일·클라우드라는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

응하여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심플렉스인터넷(주) 이재석대표
<사진제공: 심플렉스인터넷>

How to Solution

Level 4Level 4

글로벌 서비스 론칭

서비스 범위

지원 가능 국가

쇼핑몰 구축

관련 홈페이지

2013년

미국, 중국, 일본 등

3만6,000개사

외국어 쇼핑몰 구축
고객 상담, 결제
해외 마케팅 지원

www.Cafe24.com

해외직판 소호몰 운영, 전문몰, 종합 쇼핑몰 입점B2C의 완결, 해외직판 쇼핑몰 도전하기

알고 가자! B2C · 211B2C해외직판 가이드북 ·210



(주)코리아센터닷컴

역직구몰 OKdgg 오픈한
해외수출 솔루션회사

직구 열풍의 중심에서 이제는 역직구다!

다양한 상품이 모인 한류 종합몰 'Okdgg'

(주)코리아센터닷컴은 쇼핑몰 솔루션 '메이크샵'으로 잘 알려진 전자상거래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2011년부터 '메이크글로비'를 통해 다국어 지원 쇼핑

몰을 구축해왔으며 최근에는 아예 역직구몰 'OKdgg'을 개설하고 국내 쇼핑

몰의 해외 판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이 회사가 역직구 사업에 뛰어든 이력이 흥미롭다. 코리아센터닷컴은 외국어 

쇼핑몰 솔루션 사업 외에도 미국 내 4개의 '몰테일' 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있

는 해외직구 배송대행 전문회사이다. 해외직구 상품의 25%가 몰테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올 정도로 직구 열풍의 중심에 서있지만 본래 미국에 진출한 계

기는 국내 상품을 미국에 파는 '역직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위기로 미국 제품의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안 좋은 상황에 

부딪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미국 현지에 구입한 부동산을 해외직구 배송대

행센터로 전환하게 된 것이 몰테일의 시작이었다. 

해외직구 물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요즘 이 회사는 다시 본래의 목

표로 돌아가 역직구 사업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그간 축적한 해외 배송 경

험과 물류시스템이 기반이 되어 역직구 오픈마켓  'Okdgg'은 빠른 속도로 성

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코리아센터닷컴을 통해 웹사이트를 구축한 1,400

여개의 국내 쇼핑몰은 'Okdgg'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미국, 중국, 일본에 판매할 수 있다. 지난해 역직구몰을 통해 해외에 판매한 

거래액은 80억 원에 달한다. 금년도 목표는 200만개 상품 노출에 연간 매출 

400억 원이다.

'Okdgg'은 아직까지는 20~30대 슬림한 여성의류 쇼핑몰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 피오나, 클릭앤퍼니, 시부야, 레드오핀, 저스트원, 어게인바인 등 패션

의류들이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오픈한 코스메

틱 전문관의 트레픽이 급증하면서 코스메틱의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코리아센터닷컴에서 운영하는 

역직구몰 OKdgg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하면 별도 비용 없이 
                           역직구몰 이용"

Okdgg은 해외 고객이 다양한 한국 상품 군들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한류 종

합쇼핑몰이다. 카테고리는 패션의류가 45%, 액세서리와 잡화 20%, 화장품 15%, 

K-POP 한류상품이 12%, 기타 상품 군 8%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고객은 각각의 

쇼핑몰에서 따로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고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엑티브X 설치 없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

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상품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

하는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하는 것도 Okdgg의 경쟁력

이다.

국내 쇼핑몰과 Okdgg의 상품 노출 및 주문 연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

템이므로 쇼핑몰 구축업체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이나 인력 충원 없이 Okdgg 플랫

폼을 통해 손쉽게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각 언어별 해외 전문 담당자들이 배치되어 고객CS를 실시간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품 판매, 몰테일(물류센터)과 연계된 해외 배송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입점한 쇼핑몰이 주문받은 상품을 코리아센터닷컴이 자체 보유한 국내 

몰테일센터로 배송하면 제품 검수와 부피 조절, 재포장 작업, 통관 작업을 거쳐 해

외 각 지역의 소비자에게 배송을 대행한다. 배송 중에 발생하는 통관 및 상품 분실 

등 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슈에 대한 소통까지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해외

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또 한 가지 팁은 Okdgg에 입

점한 상점은 도매 판매가격만 설정해 놓으면 Okdgg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000

여 회원들에게 해당 브랜드, 상품 군들의 도매 할인율이 자동적으로 노출된다는 것

이다. B2C 뿐만 아니라 B2B 연계를 돕고 있는 것이다. 실제 약 70여 업체가 국내외 

B2B 거래를 병행하면서 판매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주)코리아센터닷컴 김기록대표
<사진제공: 코리아센터닷컴>

How to Solution

글로벌 서비스 론칭

서비스 범위

지원 가능 국가

해외직판몰 입점 업체

관련 홈페이지

2011년

미국, 중국, 일본 등

1,400개사

외국어 쇼핑몰 구축
고객 상담
배송,결제
마케팅 및 사후관리               
해외직판 플랫폼 운영

www.makeshop.co.kr
(쇼핑몰 구축)
www.okdgg.com
(해외직판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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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컴메이트코리아

중국 직판시장 이끄는 
B2BC 전문기업

중국 시장에 특화한 솔루션 제공

패션의류 B2BC 플랫폼 '더제이미닷컴'

역직구 구매대행과 해외직판 판매대행까지

중국 온라인몰은 각각의 운영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 여기에 100% 최적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에이컴메이트 만의 특화된 강점이다. 지난 

2008년부터 중국 온라인 시장의 다양한 채널을 접하며 노하우를 다져온 이 

회사는 국내 굴지의 브랜드 기업부터 동대문 시장의 의류업체까지 중국 진출을 

돕는 다양한 진출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다국어 지원, 복수 통화, 복수 상점, 고객서비스(CS)까지 현지화 된 기술력으로 

B2BC 솔루션부터 벤더 관리, 물류에 이르기까지 총괄  대행이 가능하며 모든 

e-커머스 관련 솔루션을 중국 시장에 특화하여 자체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에이컴메이트코리아의 온라인 사업은 크게 해외직판 사업과 판매대행 사업

의 두 모델로 운영된다. 중국을 타깃으로 운영하는 해외직판 쇼핑몰 '더제이

미닷컴' 에서 거래되는 물량은 90%가 B2B 거래이다. 

'난닝구' '로토코' '체리코코' '니뽄주야' 등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70여 개의 한

국 소호몰들이 타오바오 등에 의류판매를 하는 중국의 소매상들과 도매로 거

래한다. 일일 평균 600개 내외, 연간 15만 개 이상의 신상품이 업데이트 되

고 있으며 이곳에 입점한 한국 소호몰들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300억 원 가

량이다.

에이컴메이트는 또 구매대행사이트(www.gou4u.com)를 운영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 역직구를 대행해주고 있다. 매월 1,000여개 한국 온

라인사이트에서 한국제품 구매를 대행해주는데 이 가운데 G마켓, 11번가 등 

대형 플랫폼의 상품 판매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95%가 중소업체 상품

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티몰 한국관에 패션(thejamy.tmall.hk), 화장품(tj.

tmall.hk), 건강식품(hf.tmall.hk)의 직영몰을 운영하면서 이랜드, 코오롱스

포츠, 알로앤루, 고려은단, 일양약품 등 국내 굴지 브랜드의 판매대행서비스

를 진행하고 있다. 

에이컴메이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B2BC 직판 플랫폼

'Thejamy.com'

"서비스와 콘텐츠를 100% 현지화 시켰다"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 중 60% 이상이 의류이고 그 다음 화장품, 건강

식품 순인데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된, 즉 Made 

in Korea 브랜드를 구매하기 위해서이다. 

수년간 한국 제품을 판매하면서 터득한 것이 있다면 파는 것은 한국 제품이지

만 서비스와 콘텐츠는 철저히 현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이컴메이트

의 300여명 직원 중 중국인 직원 비율이 90% 이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제이미닷컴'에 들어가면 얼핏 중국 쇼핑몰인지 한국 쇼핑몰인지 구분이 잘 

안갈 정도로 쇼핑몰을 철저히 중국화 시켰다. 고객CS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채팅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상품 가격을 흥정하곤 하는데 이때 적절한 고객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

면 중국시장에 안착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 시장을 포함하여 전 세계 배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물류

처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 바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배송 

추적이 가능하도록 물류 솔루션을 제공한다. 국제특송(EMS)은 물론 각 국가

의 로컬 운송업체와 데이터를 연동해 어떤 상품이든 배송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 앞으로는 현재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판매 채널을 해외로 확장하는 부분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제휴를 통해 대만,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에 일부 진출

하고 있으며 중국 외의 타국으로의 채널 확장 시에는 어느 정도 셀링파워가 있

는 플랫폼 운영업체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주)에이컴메이트코리아 김익용부사장
<사진제공:에이컴메이트코리아>

How to Solution

글로벌 서비스 론칭

서비스 범위

주요 타깃 국가

해외직판몰 입점 업체

관련홈페이지

2012년

중국

70개사

중국 역직구 구매대행
B2BC 플랫폼 운영
글로벌 티몰 입점 및 판매대행

www.thejamy.com
(패션의류 도매직판몰)
gou4u.com
(역직구 구매대행)
thejamy.tmall.hk
(글로벌티몰 한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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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쿤글로벌

일본 시장에 뿌리내린
'티쿤식 직판'

명함, 스티커로 까다로운 일본 진출

현지몰을 능가하는 완벽한 서비스

종합몰과 차별화된 티쿤만의 매력

티쿤글로벌은 명함, 스티커, 현수막, 부직포백, 에어간판 등 국내에서는 전혀 

새롭지 않은 품목이지만 해외 온라인 판매에서는 다소 생소한 품목들을 가지

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한 업체이다. 2007년 자본

금 5천만 원, 직원 2명으로 시작한 티쿤은 오사카에 현지 법인과 동경에 두 

영업소를 두고 연매출 10억 엔, 직원 80명을 거느린 전자상거래 회사로 성장

했다. 

티쿤 플랫폼에는 8월말 기준 15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명함, 판촉물(애드프

린트), 실사출력물(마쿠마쿠), 부직포백(애드베스트), 에어간판(애드싸인) 등 

직영점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1개는 입점업체이다. 주로 인쇄와 연관된 업종

으로 치중되어 있던 초창기에 비해 최근에는 택배박스, 플라스틱카드, 단체

모자, 단추, 종이컵, 의류라벨, 캐리커처, 패션의류 등 다양한 품목으로 카테

고리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티쿤의 고정 방문객은 7만2천명. 지난 6월 한 달 기준으로 오픈한지 두 

달째인 플라스틱 카드는 1백만 엔의 매출을 올렸고, 부직포백은 5백만 엔, 

택배박스는 3백만 엔을 넘는 등 입점 사이트의 매출이 꾸준히 동반성장하고 

있다. 이로써 2013년부터 시작한 플랫폼 서비스는 본격적인 흑자시대로 돌

입했다.

티쿤 쇼핑몰은 완벽한 일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티쿤 이용사들은 일본 인

터넷폰을 한국에 가져와서 일본 소비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원어민자가 응

대하도록 한다. 일본인이 선호하는 대인(代引)결제와 은행입금 방식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물건을 보낼 때 아예 일본 택배사 전표

를 붙여서 개별포장을 한다. 일본 택배사에 도착한 물건을 한국 대행사가 일

본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을 채택하여 일본인은 현지몰인지 한국몰인

지 전혀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  

티쿤글로벌의 서비스는 다른 토털 판매대행서비스업체와는 사뭇 다르다. 플

랫폼 제공과 배송, 반품 및 환불 업무까지만 대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본 직판 플랫폼 티쿤글로벌 홈페이지

"성공의 키워드는 경쟁력과 전문성이다"

지금 온라인 쇼핑 시장은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라자다 등 거대 공

룡이 지배하고 있다. 어정쩡한 종합몰로는 이 거대한 공룡의 세계에서 살아남

기 힘들다. 티쿤은 이 해답을 철저한 전문몰에서 찾고 있다.

우리가 처음에 만든 일본 직판 사이트 애드프린트(Adprint.jp)에서는 명함, 스

티커, 현수막 등 실사출력물을 두루 취급했다. 그러다가 2010년 마쿠마쿠

(makumaku.jp)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분리시켰다. 향후 쇼핑백도 

분리시킬 것이고 포스트잇도 분리시킬 것이다. 명함, 스티커, 현수막은 모두 프

린트를 거쳐야하는 비슷한 범주의 상품이지만 각 분야를 세분화하여 운영함으

로써 상품 카테고리 전략, 콘텐츠 구성, 고객 CS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

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아이템을 

세분화한 결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투자가 있었지만 확실한 매출상승 효과

를 체험했다. 

또 한 가지 티쿤의 핵심은 싼 가격, 바로 경쟁력이다. 홍보, 마케팅, 고객관리 

물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열쇠는 좋고 싼 제품, 그 자체이다. 가격 경

쟁력이 있다면 일본어 회화를 몰라도, 웹사이트 지식이 부족해도, 온라인 판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해외직판에서 성공할 수 있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지 경쟁업체들로부터 우위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야말로 '티쿤식 직판'으로 성공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주)티쿤글로벌 김종박 대표
<사진제공:티쿤글로벌>

How to Solution

글로벌 서비스 론칭

서비스 범위

지원 국가

플랫폼 입점 업체

관련 홈페이지

2013년

일본

15개사(2015년 8월 기준)

해외직판 플랫폼 운영
배송, 결제
사후 관리

www.tqoon.com 

상품 페이지 관리와 고객 CS, 광고 업무는 

회원사의 몫이다. 아무리 현지 사정에 능통

하고 외국어 상담에 능숙하더라도 그 상품

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능가할 수는 없

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은 회원사에게 맡

기는 것이다. 단, 티쿤이 확보하고 있는 관

련 데이터와 노하우는 회원사들과 최대한 

공유한다. 최적화한 카테고리, 종합몰에서

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상품 수, 전문적

인 상담 능력은 티쿤 만의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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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판다코리아닷컴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엔터커머스 기업'

'하이타오족'을 사로잡은 김수현

'무늬만 중국 쇼핑몰이 아니다'

한-중 해상항로 시범 추진

지난해 5월 설립된 판다코리아닷컴은 한류 콘텐츠와 전자상거래를 접목시킨 

'엔터커머스(Entertainment +E-Commerce)'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운 중화

권 전문 해외직판 플랫폼이다. 이 회사에 35% 지분을 투자한 2대 주주 키이

스트는 한류 스타 배용준, 김수현이 소속된 연예인 기획사로 '하이타오족'이 

열광하는 연예인을 내세워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오픈 기념으로 쇼핑몰을 찾는 고객에게 김수현 달력을 무료 

배포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며 심지어 "김수현의 생일(2월 16일)과 같은 일련

번호가 새겨진 달력은 중국에서 재경매까지 될 정도였다"고 귀띔한다. 덕분

에 판다코리아는 1년 만에 80만 명이 넘는 중국인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한류의 후광을 입증했다. 

판다코리아닷컴의 시스템은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철저한 현지화를 실

현했다. 중국 최대 쇼핑몰의 솔루션을 담당했던 현지 개발자를 고용하여 '무

늬만 중국 쇼핑몰'이 아니라 서버까지 중국 현지로 이전하여 완벽한 중국 쇼

핑몰을 재현했다. 또한 중국 소비자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로그인과 구매까지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판다코리아닷컴에 리스팅 된 상품 수는 대략 2만 개. 주력 품목은 

뷰티용품이 60%이고 그 외 유아용품과 식품류, 패션 상품 등이다. 이니스프

리, 시크릿키, 메디힐 등의 마스크팩 종류가 가장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메디안의 '치석케어 치약' 라파엘의 '3스텝 콜라겐' 등이 베스트 상품 대열에 

올랐다. 현재 일평균 20만~40만 명의 중국인이 판다코리아 쇼핑몰을 방문

한다.

판다코리아는 해외직판의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

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한·중 FTA 시범구'로 지정된 웨이하이와 협약을 맺

고 한-중 해상 물류배송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페리선(14시간 소요)

중화권 직판 플랫폼 판다코리아닷컴 홈페이지

"중소기업을 위한 
           O2O 해외직판 플랫폼 만들겠다"

우리 회사는 '열심히 만들어도 해외에 판매할 방법을 모른다'는 중소기업에 해

외 판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한국 정품을 반값으로!'라는 

슬로건이 말해 주듯이 '한국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

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플랫폼'이다. 제품에 대한 리뉴얼과 리서치, 정품 인

증, 마케팅, 물류 과정 등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자체적으로 도입한 한국

정품인증 제도는 4단계의 검사 과정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 인증 일련번호가 

기입된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중국 소비자와 우리 기업을 위조품이

나 유사품으로부터 동시에 보호하는 장치이다.

판다코리아는 한류마케팅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웨이보'와 '

웨이신' 등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국

민 모바일 게임업체인 추콩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추콩의 이용자들이 판

다코리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면 게임머니를 무료로 지급하고 그 게임머

니로 판다코리아닷컴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데 방

문객 수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온-오프 채널을 연계한 O2O(Online To Offline) 해외직판

쇼핑몰을 만드는 것이다. 동대문 오프라인 매장에 이어 명동점이 오픈 준비 중

에 있으며, 중국 상하이와 난징, 청두 등 주요 도시에 오프라인 '편집숍'을 단계

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주)판다코리아닷컴 이종식 대표
<사진제공:판다코리아닷컴>

How to Solution

글로벌 서비스 론칭

서비스 범위

지원 국가

서비스 지원업체

관련 홈페이지

2014년

중국

400개사

상품 등록
고객 상담
배송, 결제
마케팅 및 사후관리
해외직판 플랫폼 운영

www.pandakorea.com

을 타고 웨이하이항에 도착한 판다코리아 

상품은 중국 현지 택배망을 타고 산동성의 

경우 익일, 다른 지역은 3~4일 안이면 배

달이 가능하다. 물품에 대한 세금 혜택과 

통관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보장받은 가

운데 운임 또한 기존 우체국 EMS의 10분

의1 가까이 줄임으로써 속도와 가격경쟁력

을 동시에 확보했다.

Level 4해외직판 소호몰, 전문몰, 종합 쇼핑몰 운영Level 4 B2C의 완결, 해외직판 쇼핑몰 도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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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의류 소호몰 난닝구

뷰티 전문 E-커머스 기업 미미박스

패브릭 유아용품 회사 소아베

B2BC Camp 운영하는 위링크스

택배박스 제조회사 유패키지

유아베개 제조회사 (주)지오클라비스

이베이코리아 공식 셀러 (주)지오택

B2BC 전문기업 한세예스24홀딩스

한방화장품 제조회사 (주)황후연



CASE 1 | 5개국 역직구몰 운영 + 해외직판 플랫폼 입점

세계로, 세계로! K-패션에 날개 달다

패션의류 소호몰   난닝구

하루밤새 100만원 매출 '이거로구나!' 

온라인 채널 개설 후 계속되는 고공행진

해외 판매로 '제2의 전환점' 기대

음식 솜씨, 예체능 기질, 패션 감각은 후천적인 노력보다는 타고난 재능인 경우가 많다. 20대초 의류매장에

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이정민 대표의 패션 감각과 노하우는 남달랐다. 스타일리시한 디스플레이 솜씨

로 지나가는 고객을 자연스럽게 매장으로 이끌었고, 일단 들어오는 고객은 개성을 잘 살린 코디를 연출하여 

몇 피스의 의류를 한꺼번에 매출로 연결시키는 수완이 탁월했다. 당시 하루 300만~400만원의 매출을 거

뜬히 올린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매장에서 러브콜이 이어졌을 정도이다. 

첫 독립은 역세권 주변 가판대였다. 투자비는 달랑 300만원. 그러다가 인천 주안역 지하상가에 입점하여 

의류매장을 10여 년 동안 운영했다. 단골도 많이 확보했고 장사가 제법 잘됐는데 2006년 무렵 상가의 전체

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면서 6개월 정도 공백기가 생겼다. 이 때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밤낮이 따로 없이 매출이 발생하고, 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의 매력에 흠뻑 반했다. 오픈 직후 하

루 밤 사이에 100여 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거로구나!" 대박을 직감했다. 그렇게 탄생

한 것이 지금은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메이저 쇼핑몰 '난닝구'이다.

'난닝구' 하면 소비자들은 먼저 할리우드 스타일과 트레이닝복 패션을 떠올린다. 풀어헤친 듯 릴렉스하면서

도 감각을 놓치지 않는 패션, 난닝구의 기본 콘셉트는 '티내지 말고 스타일 내자'는 것이다. 지나치게 튀거

나 과도한 컬러, 디테일한 장식을 배제한,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옷들이 주류를 이룬다. 주 고객층도 

20대 미혼여성부터 40대 미시족까지 폭넓은 편이다. 

2006년 쇼핑몰을 오픈한 이후 '난닝구'는 매년 숨 가쁜 기록 갱신을 거듭해오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등 일부 

유통업체의 콜을 받아 오프라인 채널도 갖춰나가고 있는 중이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난닝구의 국내 회원 

수는 79만 2천명, 일평균 방문자 수는 15만 명이다. 2013년 연 매출 450억 원에 이어 지난해는 600억 원

을 돌파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난닝구의 고공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외로 이어졌다.

지난 2013년 겨울부터 웹사이트 솔루션업체를 통해 영문, 중문, 일어 등 3개 국어를 지원하는 홈페이지 연

동 서비스를 받아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지역을 타깃으로 역직구몰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 해외 판매

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 난닝구 전체 거래액 중에서 해외 판매 비중은 무려 17%나 된다. 

해외 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이는 중국의 소매상을 타깃으로 

운영되는 B2BC 플랫폼 '더제이미닷컴'을 비롯하여 중국 내 VIP, 메리슈어, 쑤닝몰 등 오픈마켓과 소셜커

머스 형태의 몰에 동시 입점하여 현지의 판매 채널을 계속 확장해온 결과이다. 현재 해외 부문 매출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한다. 유지운 마케팅과장은 "해외 판매에 탄력을 받아 금년도 회사의 매출은 700억 

원 대를 무난히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B2C Story

Success
Story

업종 패션의류 도·소매

대표 브랜드 난닝구

진출 국가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홍콩

판매쇼핑몰 www.naning9.com

해외직판 첫 론칭 2013년 12월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패션룩이 
난닝구의 콘셉트이다.

주 타깃층은 20대부터 
40대초 미시족까지.

난닝구 중국어 쇼핑몰

국내 쇼핑몰을 기반 '큰 투자 안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쇼핑몰로 전환하면서 성장의 큰 전기를 맞았던 이 회사는 해외 온라인 부문으로 

채널을 확장시키면서 두 번째 터닝포인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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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닝구' 라는 네임의 흡입력

2. 콘셉트를 극대화하는 콘텐츠의 힘!

3. 통 큰 세일 '구즈데이' 이벤트

수많은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그것도 해외 소비자에게 기억되려면 네임이 가지는 흡입력이 있어야 한다. 

온라인 판매에서 '네이밍'은 좋은 상품과 눈에 띄는 쇼핑몰 구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러닝셔츠에서 모티브를 

얻어 착안한 상호 '난닝구'는 독특한 어감으로 인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각의 해외 소비자들에게 친근하

게 기억되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밖에 배너나 팝업, 검색엔진의 다양한 시도로 고객을 쉽게 쇼핑몰로 리칭

(Reaching)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쇼핑몰은 광고나 카테고리에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고객이 상품

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패션룩! 이것이 난닝구의 모토이다. 쇼핑몰 레이아웃과 코디 연출, 촬영 과정에서 코

디 콘셉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왔다. 마치 연예인 모델의 파파라치 컷을 연상케 하는 자

연스런 화보도 '난닝구' 만의 독특한 콘셉트이다. 일련의 고도화된 작업이 누적되면서 단순히 옷을 파는 쇼

핑몰이 아닌 스타일을 파는 쇼핑몰이라는 이미지로 어필하였고, 많은 단골 팬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난닝구' 의 9를 따서 매월 9일에 제품을 최대 70%까지 할인해주는 '구즈데이' 이벤트와 일주일에 두 번 딱 

3시간만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깜짝 타임세일을 실시했다. 정기적인 할인 이벤트는 소비자들을 쇼핑몰

로 이끄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반품이나 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보다 훨씬 꼼꼼하게 따지고 

신중을 기하는 해외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고객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빠르게 대응하되, 상세하고 친

절한 상담에 응함으로써 충성고객을 확보했다. 

How to Success

| B2C 판매 점유율(2014년 5월 기준) | 해외 총매출 대비 B2C 거래액 증가 추이(자사몰 기준)

도입기
(2013.12~2014.05)

1차 성장기
(2014.06~2014.11)

난닝구 이정민 대표 <사진제공:난닝구>

2차 성장기
(2014.12~2015.05)

Success
Story

난닝구는 국내에서 다년간 노하우와 역량을 쌓으며 파워셀링의 기반을 다져온 덕분에 

초기 비용으로 큰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B2C를 시작했다. 

자사 직영몰이어서 별도의 판매 수수료가 나가지 않으며, 

블로그와 메신저 외에 추가로 광고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다. 

투자 대비 고효율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

”

난닝구는 국내 온라인 분야에서 다년간 노하우와 역량을 쌓으며 파워셀링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온 덕분

에 초기 비용으로 큰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 B2C를 시작할 수 있었던 케이스이다. 외국어 쇼핑몰 구축 비용

으로 3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외국어 쇼핑몰을 전담할 운영인력을 새로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약간 추가된 

정도이다. 자사 직영몰이어서 별도의 판매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 것도 장점이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로

그와 메신저 외에 추가로 광고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다. 투자 대비 고효율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난닝구는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당분간 해외 판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에 보

다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결제 채널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신용카드보다

는 전자화폐의 사용도가 높은 중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알리페이' 외에 '쯔푸바오' '콰이치엔' 등의 업체와 제

휴를 진행 중이며, 핀테크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그 외 국가에서 사용하는 간편결제시스템

도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알고 가자! B2C · 225B2C해외직판 가이드북 ·224



CASE 2 | 국내 쇼핑몰 + 3개국 역직구몰 운영

K-뷰티 글로벌 플랫폼 꿈꾸는
                            '슈퍼 스타트업'

뷰티 전문 E-커머스 기업  미미박스

'구독 커머스' 모델로 국내에 새 바람

해외에서 인정받은 유망 스타트업

미국, 중국에 이어 인니 쇼핑몰 론칭

미미박스는 미국에선 '서브스크립션커머스'로 알려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화장품 유통에 도입한 벤처회

사이다. '서브스크립션커머스'란 정기구독을 뜻하는 서브스크립션(Subscription)과 상업을 뜻하는 커머스

(Commerce)의 합성어로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업체가 상품을 자체 선정해 정기적으로 배달해주

는 서비스이다. 매달 구독료 1만6,500원을 낸 소비자에게 스킨케어 제품, 색조 화장품, 헤어 제품 등 여성

을 위한 뷰티제품이 빼곡하게 담긴 화장품 박스를 정기적으로 배송해준다. 넘쳐나는 콘텐츠로 선택의 어려

움을 갖던 20~30대 젊은 여성들은 새롭게 등장한 뷰티 서비스에 환호했다. 이른바 '구독커머스' 모델로 화

장품 온라인 유통 사업을 시작한 미미박스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스타트업이다. 

미미박스는 2013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나는 글로벌 벤처다'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당시 그 대

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와이콤비네이터(YC) 관계자와의 인연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게 되는

데 이때부터 세계적인 투자자들로부터 주목 받기 시작했다. YC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원조이다. 액셀

러레이터는 신생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면서,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멘토링을 통해 스

타트업의 성공을 돕는 곳이다. 미미박스는 YC가 주최한 벤처지원 프로그램에서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국

내 기업 최초로 10만 달러의 투자를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뒤이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총 

15만 달러에 상당하는 기업 인프라 사용을 지원받았으며 지난 1월에는 야후 공동창업자 제리양, 디즈니 최

고경영자 출신의 풀 프레슬러, 드롭박스 1호 투자자 페즈먼 노자드 등 세계적인 투자자들로부터 330억 원

을 투자받았다. 자본금 3,500만원, 책상 네 개가 겨우 들어가는 조그마한 사무실, 멤버 4명으로 시작한 소

박한 회사가 창업 3년 만에 거둔 놀라운 성과이다.

신생회사 미미박스의 초기 사업모델이었던 구독커머스는 지난해 12월로 종료되었다. 타사 제품을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비즈니스로 미미박스의 역량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미박스는 앞으로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과 한국의 화장품, 뷰티 기기를 해외에 소개하는 플랫폼 사업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잇달아 지원받은 해외 투자금은 고스란히 인프라와 인력 확장에 투입되었다. 미미박스는 쇼핑몰에 

관련된 솔루션 개발부터 DB관리, 운영의 모든 과정을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개발팀

의 엔지니어를 증원하고 내부시스템도 보강했다. 모바일 앱 시장이 2.8%에 불과했던 지난해 초 발 빠르게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모바일로의 플랫폼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e-커머스 사업의 핵심이자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센터도 기존 900평에서 3,500평 공간으로 확장했다.

해외쇼핑몰도 순차적으로 론칭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캘리포니아)과 중국(상하이)에 각각 지사를 설립하고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금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쇼핑몰을 오픈했다. 외국 쇼핑몰의 운

영은 국내 미미박스 쇼핑몰이 외국어로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미미박스의 자체 PB상품을 포함하

여 1,000여개의 제휴 브랜드는 한국,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4개국에 동시 론칭된다. 

B2C Story

Success
Story

업종 화장품 유통 및 제조

대표 브랜드 포니, 연두콩, 나나와 함께하는 컬렉션시리즈

진출 국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판매쇼핑몰 www.memebox.com

해외직판 첫 론칭 2014년 1월

미미브랜드 1호 '포니'의 샤인이즈그램섀도팔레트(왼쪽)와 
미미브랜드 3호 '나나'의 셔벗립스틱(오른쪽)

미미박스 영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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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투브 스타와 콜라보한 컬렉션상품

2. 통 큰 서비스 '90일 무료 환불 보장'

미미박스 만의 독특한 콘셉트가 있다면 유명 유투브 스타들과 콜라보한 컬렉션 상품을 브랜드화한 것이다. 

뷰티매니아들에게 잘 알려진 '포니', '연두콩', '나나'가 쉽고 빠른 셀프 메이크업 동영상을 통해 머리 스타일, 

눈 화장, 입술 화장을 연출하는 법을 보여준다. 마치 옆집 사는 친구나 이웃집 언니가 놀러와 화장을 해주는 

것처럼 친근한 뷰티 마케팅은 젊은 여성들에게 스펀지처럼 흡수된다. 

유투브 스타들과 콜라보하여 선보인 컬렉션 제품들은 순식간에 포탈의 높은 검색률을 기록하며 쇼핑몰의 

베스트상품으로 등극했다. 온라인에서 기획되어 온라인에서 출시된 최초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포니'와 

함께 지난해 9월에 론칭한 아이섀도 상품은 40분 만에 25,000개가 팔리는 판매기록을 남겼다. 올해만 약 

600여개의 컬렉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의 경우 직접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면 소비자에게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고민

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실패의 가능성을 줄인 '90일 무료 환불 보장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체험 후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물론이고 사용한 제품까지 모든 상품에 대

해 배송비를 제외하고 전액을 100% 포인트로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고객의 체험이 지갑을 열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직접 느끼고 피부로 깨달았을 때 매출은 저

절로 올라가게 돼있다. 고객의 반응은 당연히 폭발적이다. '이보다 더 친절할 수 없다' '살까말까 고민스러운 

제품을 맘 놓고 살 수 있으니 나에게 꼭 맞는 제품을 찾고야 말겠다' 등 다양한 리뷰들이 올라오고 있다. 

How to Success

미미박스 하형석 대표 <사진제공:미미박스>

Success
Story

화장품의 경우 직접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면 
소비자에게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실패의 가능성을 줄인
 '90일 무료 환불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고객의 체험이 지갑을 열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직접 느끼고 피부로 깨달았을 때 매출은 저절로 올라가게 돼있다. 

“

”

'따로 또 같이' 진행하는 글로벌 마케팅 

미미박스가 해외 쇼핑몰 선점 지역을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으로 꼽은 이유는 명료하다. 중국은 3개

국 중 가장 e-커머스가 발전한 나라이며 모바일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나라이다. 반면 화장을 하는 

여성은 10% 정도에 불과해서 메이크업 시장의 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미국은 1회 평균 객단가가 여타 국가

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과 비교해도 3~4배 정도 높다. 고객 수가 적더라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조

건이 좋다. 팁을 더한다면 그 어떤 불황기에도 미국의 화장품 시장은 마지노선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는 것

이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5천만 명,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미래의 시장이다. 

각 나라 별로 기본적인 판매 전략은 같다. 다만 각국의 특성을 고려해 채널을 차별화시키고 있다. 가령 미

국은 유투브를 활용하다면 중국은 요쿠, 한국은 포털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때로는 유투버, 뷰

티블로거, 인스타그래머를 동원하여 SNS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시키는 마케팅을 진행한다. 

해외 쇼핑몰 오픈이후 미미박스의 매출은 매월 50% 이상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금년은 해외쇼핑몰 론

칭 2년차, 해외 매출이 안정궤도에 올라가는 기점이 될 것이다. 창업 첫해 13억, 2013년 50억, 지난해 100

억대를 돌파한 미미박스의 올해 목표는 국내외 회원 수 1,000만 명 확보, 매출액 1,000억 원대를 돌파하는 

것이다. 

| 해외 쇼핑몰 구축 후 거래액 증가

| 미미박스 이용자 수

2013년                  2014년                            2015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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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 글로벌 오픈마켓 + 수공예 해외 전문몰 입점

우리에게 딱 맞는 특화된 오픈마켓, ETSY

패브릭 유아용품 회사  소아베

고객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받으며 성장

따뜻하고 전통적인 커뮤니티 장터엄마의 정성을 담듯이 '핸드메이드', '커스텀메이드' 방식으로 패브릭 유아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 소

아베의 창업 동기는 이채롭다. 

"딸아이를 위해 직접 옷과 소품을 만들어 입히면서 재미삼아 육아블로그에 올렸는데 엄마들의 찬사가 이어

졌어요. 일부 엄마들이 자신에게도 만들어서 판매하면 안 되겠냐는 요청을 해왔지요. 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소량으로 주문제작하여 판매하던 것

이 소아베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아베는 인사이드 쿠션, 아기 담요, 볼풀겸용 소파, 인디언 텐트 등 모든 제품을 주문 과정부터 디자인 콘

셉트잡기, 아이디어 스케치, 재단, 봉제, 납품까지 고객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간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ONLY ONE' 제품이다.

온라인 채널로 출발하여 그동안 다양한 시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다.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출

발한 회사가 아니었으므로 창업 초기부터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을 모두 받으며 성장해 온 회사이기도 

하다.

"업력이 3년 정도 되고 콘텐츠가 충실하다면 정부에서 활용할 만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저의 경우 젊은 

벤처창업가를 위해 사무실과 자금을 지원해주는 창업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히트상품을 위한 전용 

오프라인 매장 입점, 수출 채널을 상담할 수 있는 해외 전시회 참여 등 모든 경로를 최대한 이용했죠. 그 모

든 지원이 지금의 소아베가 있기까지 큰 동력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해외 B2C 판매대행 사업의 경우 국내 쇼핑몰을 기반으로 일본의 라쿠텐에 입점한 것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의 해외 지원사업을 통한 아마존 입점,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Kmall24 입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나 한계에 부딪쳤다.'고퀄리티 주문제작 상품'을 제작

한다는 것은 소아베의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고 제작 공정상 디테

일한 상담과정이 필요한 특성상 일반적인 업체들이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B2C 진행이 어려웠다. 또한 오픈

마켓 등에서 요구되는 고가의 수수료를 얹다 보니 소아베 제품의 콘셉트와 충돌이 생겼다. 

Etsy는 장인정신으로 똘똘 뭉친 목수 로버트 칼이 만든 플

랫폼이다. 영혼과 정성을 녹여내어 만든 자신의 제품을 이

베이나 큰 마켓에 팔기 싫었던 그는 독특한 수공예품을 만

드는 판매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인간

적인 온라인 장터를 만들고 싶었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

이 Etsy몰이다. 2005년 개설된 이 쇼핑몰은 2014년 기준으

로 세계 200개 국가의 판매자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순

방문자만 2,200만명, 연매출 10억 9,300만 달러에 이르는 

특화된 전문몰로 성장했다. 어쿠스틱, 바이올린, 기타, 수공

예 제품, 가방, 지갑, 유리 제품, 파이프, 조각, 스테인드글

라스 등 없는 제품이 없을 정도이다. 

B2C Story

Success
Story

업종 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

대표 브랜드 소아베

진출 국가 미국, 유럽 외

판매쇼핑몰 www.etsy.com/Soabe

해외직판 첫 론칭 2014년 7월

고퀄리티 주문제작 상품도
해외 B2C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소아베 

소아베 Etsy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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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디 가도 좋다, 우리의 콘셉트가 옳다!

2. 정성이 담긴, 인간적인 마케팅

창업 초 어떤 교육 과정에 참가했는데 우리가 현재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자 '그럼 온라인

에 상품을 다 뿌려라!' 는 컨설팅을 듣고 깊은 실망과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다. 멘토의 깊이 없고 천편일률

적인 대답은 우리와 같은 업체의 차별성과 특화된 아이덴티티를 전혀 이해하지 않은 관성적인 멘트였기 때

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핸드메이드, 커스텀메이드 방식이다. 고객과 충분히 소통하고 고객의 니즈(needs)를 

최대한 반영했을 때 경쟁력이 생긴다. 작지만 우리와 맞는 콘셉트의 시장을 선택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지금 소아베는 우리의 방식이 맞다는 걸 체험하며 자신감을 얻어가는 과정이

다. 

우리는 B2C를 위해 별도의 광고비용을 집행하지 않는다. 누구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광고는 하고 싶지도 않

고 그럴만한 여력도 없다. 상품 특성상 개별 단가가 적지 않은 제품이어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자주 열

기도 어렵다. 대신 해외 박람회나 오프라인 영업과정에서 만난 파워블로거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선사하고 

블로그나 유투브에 리뷰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곤 했는데 그들의 친절한 도움으로 SNS 홍보에 적잖은 도움

을 받았다. 지금도 배송할 때 정성스런 손 편지와 조그만 소품을 곁들여서 고객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이미

지를 심어준다. 외국 사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흥정하는 묘미를 좋아한다. 채팅과정에서 적절한 흥정을 받

아주어 고객이 즐거운 쇼핑을 했다는 만족감을 준다. 신뢰감을 얻은 고객과 바이어는 몇 달이 지나서도 다

시 연락이 온다. 그것이 바로 우리만의 전통적이고 인간적인 마케팅방식이다.

How to Success

| 내수와 수출 비중(2014년 하반기 기준) | 해외 B2C 거래액 증가 추이(2014년도 6개월 기준)

2014.07 2014.08

소아베 이영주 대표 <사진제공:소아베>

2014.11

Success
Story

Etsy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커뮤니케이션하며, 

공정하고 협력적 소비를 하는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만 하면 

누구나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저렴한 수수료 체계도 장점이다. 

차별적인 자신만의 콘셉트나 아이템이 있는 업체에게 유리하다. 

“

”

지난해 7월 입점이후 1년이 채 안되어서 아직까지는 매출과 관련해서 드라마틱한 성장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첫 달 18만원의 매출로 시작해서 그 다음달에 86만원, 11월엔 350만원으로 꾸준한 향상을 했

다. 10개월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약 1천여만 원 어치의 매출이 발생했다. 다른 사이트와의 매출액을 합하

면 해외 수출이 20%에 근접한다. 내수에서 하강곡선을 그리는 회사 매출을 해외에서 만회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B2B 방식만 취하고 있는 업체들은 한결같이 B2C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B2C로 고객과의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렇게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를 토대로 B2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더욱 우리에겐 B2C가 친근하게 느껴지고 고객 한분 한분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베 대표는 향후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상표 출원 18건을 마쳤으며 미국과 일본으로의 상표 출원도 진

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존의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가형 제품인 세컨 라인(Second Brand)을 기

획하여 대량생산과 유통시스템도 갖춰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tsy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장터에서 만나 커뮤니케이션하며, 공정하고 협력적 소비를 하는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만 하면 누구나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다. 차별

적인 자신만의 콘셉트나 아이템이 있는 업체에게 유리하다. 중간 유통업자 없이 저렴한 수수료(판매가의 

3~4%+ 4개월마다 업뎃 상품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B2C는 친근하고 쉬운 마케팅 수단'

알고 가자! B2C · 233B2C해외직판 가이드북 ·232



CASE 4 |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 + 해외 직판 소호몰 운영

1인 소호기업에서 글로벌 무역의 허브까지!

B2BC Camp 운영하는‘위링크스’

첫 판매는 큐텐싱가포르에서 시작

해외판매의 장점, 1인 기업 문제 안 된다!

자사 직영몰 매출이 전체의 40%

한국의 우수한 상품을 이베이, 아마존, 큐텐, 라자다 등의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 세계에 판매하고, 각국의 

무역 바이어를 찾아 B2B 업무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 위링크스는 7년 전 1인 소호무역으로 

전자상거래를 시작했다.

글로벌셀러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2008년.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해외 온라인 판매에 덜컥 도전했던 

홍명표 대표가 첫 판매를 시작한 곳은 '큐텐싱가포르'였다. 국내 판매 경험은 없었지만 G마켓이 기반이었던 

큐텐의 환경이 한국형마켓과 가장 친숙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웹사이트를 통해 시장 조사를 한 후 당시 싱가포르에서 가장 수요가 많았던  마우스, 파우치, 액정필름 등 

랩탑 관련용품부터 리스팅을 시작하여 화장품, 유아용품, 패션용품, 잡화 등으로 카테고리를 늘려갔다. 지

금과는 달리 온라인 마켓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고 공유할 인적 자원을 찾기도 힘들었던 때라 시장 조사

부터 상품 소싱, 등록, 고객 상담, 포장, 배송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뒤 주력 품목을 화장품으로 좁혔다. 화장품은 지금도 해외 B2C 판매의 선호도

가 가장 높은 품목이다. 무게가 가볍고 소포장이 가능하여 1인 셀러에게는 특히 유리한 품목이다. 의류처럼 

계절을 타는 품목도 아니고 트렌드가 빨리 바뀌지 않아서 아웃소싱과 리스팅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

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고퀄리티로 인식되고 있으며 귀엽고 

깜찍한 패키지로 어필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선호했다.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아웃소싱하는 안목도 키웠고 판매 노하우와 업력이 쌓이게 되자 5평 남짓한 작은 공

간을 임대해 본격적인 창업체제로 들어갔다. 일당백의 자세로 일하다보니 새벽에 출근하여 새벽에 퇴근하

는 강행군이었지만 열정을 다했다.

글로벌 오픈마켓은 구매 후 고객에게 배송이 되고나서도 일정기간 마켓측이 판매대금을 보관했다가 입금을 

해주는 형태이다. 홍 대표는 초보 셀러의 경우 초기에 자금이 묶여있을 때가 첫 번째 고비라며 이 시기를 

잘 넘겨야한다고 조언한다. 본인의 경우 1년 정도 경과하면서 자금이 서서히 회전하게 되었다고.  

"해외 판매의 장점이라면 국내 쇼핑몰에 비해 사무실의 협소함이나 회사 규모가 전혀 노출이 안 된다는 것, 

따라서 1인 기업으로서의 위축감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을 어떤 채널을 

선택해서 어떤 방식으로 잘 팔 것인가만 연구하면 됐으니까요."

그 무렵 고맙게도 동남아에 한류 열풍이 불었다. 몇 년 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투브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는 한국 제품의 판매가 탄력을 받았다. 당시 '강남스타일'을 유투브로 가장 많이 다운 받은 나라

가 싱가포르였으므로 '큐텐싱가포르'의 매출도 덕분에 급상승 곡선을 그렸다. 

위링크스의 매출도 점차 늘어났다. 잘 팔리는 상품을 굳이 한 군데서만 팔 이유가 없었다. 아마존과 라자다 

등 다른 글로벌 오픈마켓으로 진출하여 3년 남짓 판매하면서 제법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2012년말 자사 소

호몰 Webeauty.com을 개설했다. 다년간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축적한 고객 데이터와 프로모션 노하우를 

B2C Story

Success
Story

업종 도·소매, 무역, 컨설팅 서비스

입점 상품 화장품, 패션용품, 잡화

진출 국가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

판매쇼핑몰 webeautybox.com

해외직판 첫 론칭 2008년 12월

위링크스가 개설한 직판 소호몰 
Webeauty.com

위링크스에서 판매중인 베스트 상품들. 좌로부터 이니스프리 '노세범' 
페이스샵 '핸드크림', 이즈스킨 '파워포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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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자사 독립몰로 고객을 유인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배송 박스에 쇼핑몰을 알리는 팜플렛과 샘플을 

넣는다든지, SNS와 블로그를 통해 '쇼핑몰에 직접 방문하면 동일한 상품을 할인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현재 자사몰에 리스팅 된 상품 수는 약 1,000개이고 일평균 방문자수는 2,000여 명, 일평균 거래량은 30개

~60개 사이다. 위링크스의 연간 매출은 10억 원. 이 가운데 40% 정도가 자사몰에서 발생한다. 매출 비중

은 지금 이 순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 많은 상품 리스팅하여 노출도를 높혔다

2. 미래를 보고 선택한 동남아 시장

3. 소비자에게 친숙한 솔루션을 선택

각국의 수많은 셀러들이 수만 가지 상품을 등록하는 글로벌 마켓의 최대 단점은 웬만해서는 우리 상품을 노

출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 최대한 많은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여 방문객을 우리 쇼핑몰로 끌

고 오는 방식을 썼다. 심지어 화장품 한 종류만 수백여 가지를 리스팅했다. 다소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광고

비용을 안들이고 방문객과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해외 판매를 시작하면서 타깃을 선진국이 아닌 동남아시장으로 정했던 것은 하나의 흐름을 읽은 것이다. 유

럽에서 시작된 전자상거래가 미주를 거쳐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선진국으로 발달되었고 이제는 동남

아시아의 신흥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트렌드는 전자상거래 이전에 구축이 되어야하는 인프라(인터넷 기

반, 모바일, 물류, 결제시스템)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위링크스는 미래를 보았고 이후로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솔루션들을 선택해 나갈 것이다.

쇼핑몰을 어떤 형태로 구축하는가는 단골 고객을 유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셀링 기반을 갖춘 쇼

핑몰이라면 해외로 연동시키는 것이 용이하겠지만 인지도나 기반이 취약한 소호몰의 경우 노출도나 마케팅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접근 경로나 페이지 구성, 전체적인 레이아웃 등 해외 소비자

에게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는 해외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How to Success

| B2C 판매 점유율 | 직판 소호몰 Webeauty.com 현황

위링크스 홍명표 대표

Success
Story

해외 판매를 시작하면서 타깃을 선진국이 아닌 동남아시장으로 정했던 것은 

하나의 흐름을 읽은 것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전자상거래가 미주를 거쳐 

일본, 한국 중국 등아시아 선진국으로 발달되었고 

이제는 동남아시아의 신흥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트렌드는 전자상거래 이전에 구축이 되어야하는 

인프라(인터넷 기반, 모바일, 물류, 결제시스템)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

”

위링크스는 B2C 판매사업과 함께 1인 기업을 파워셀러로 육성하는 교육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위링크스 

만의 장점이라면 이들이 셀러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인기 높은 뷰티제품을 소량씩 도매가격으

로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 좋은 상품을 발견하여 마켓에 팔고 싶어도 셀러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가 없다면 

제조업체에서 제품 공급에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시장 테스트도 못한 상태에서 대량 구매를 하기엔 리

스크가 너무 많이 따른다. 위링크스는 초보 셀러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회원에 한해 

도매로 물건을 제공해준다. 아울러 소호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셀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B2BC 

비즈니스 캠프를 진행한다. 이는 상호간에 아이템이나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공동 협업을 통해 소호무역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과 아이템의 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서로가 상생하는 Win-Win 모

델이기도 하다.

소호 셀러들의 협업 네트워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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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 국내 쇼핑몰 + 일본 직판 플랫폼 입점

레드오션 아이템, 
                일본직판에서 출구를 찾다

택배박스 제조회사‘유패키지’

포장재 랭킹 5위 안에 드는 메이저기업

인터넷 쇼핑몰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다

철저한 나라에서 틈새를 발견한 역발상

2002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13년째를 맞는 유패키지는 포장재 전문 회사이다. 국내 연간 거래액 40억 

원, 택배박스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창업은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웹사이트 

솔루션회사에 종사하던 유 대표는 한때 초콜릿 온라인 유통 사업을 할 목적으로 소포장 택배박스를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 소호몰의 특성상 재질과 인쇄, 사이즈별로 다양한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택배박스를 대량 단위로만 공급했기 때문에 소호몰의 수요에 100% 맞춤하여 주문제작을 의뢰

할 수 있는 업체가 드물었다. 선점업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전환, 택배박스 쇼핑몰 유패키지를 

오픈하게 되었다. 

인터넷 쇼핑이 호황을 이루면서 포장재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인터넷 쇼핑몰과 택배박스 쇼핑몰이 

상생하는 '화양연화'의 시기가 한동안 이어졌다. 

"사세가 커지면서 외주로 공급받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박스는 그야말로 단가경쟁인데 후발업체들

이 생산 공장을 세워 추격해오니까 위기감도 커졌고요. 결국 2009년 화성에 1,200평 규모의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문과생이었던 내가 제조공장을 운영하게 되리라고는 정말이지, 꿈에

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웃으며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조 대표는 "아마도 조금 일찍 제조업으로 눈을 돌렸더라면 지금쯤 업종을 리

드하는 최고 기업으로 성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택배박스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반면 단가가 저렴하여 대부분 가격경쟁에 치우쳐있다. 빠른 시간 내 대량생

산해야하는 아이템의 특성상 제조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에서 택배박스를 검색해보면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줄지어 등장한다. 택배 물량

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포장재사업은 대표적인 레

드오션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힘들어진 상황, 유패키지는 

그 출구를 일본 온라인 직판에서 찾았다. 

철저하고 깐깐한 나라, 신뢰를 중시하고 섬세하기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나라 일본에서 골판

지 박스를 팔겠다니, 그것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얼핏 생각하면 흔한 사례는 아니다. 그러나 조용성 대표는 

택배박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시장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역발상으로 접근했다.  

조 대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일본은 우리와는 달랐다. 한국처럼 특정 아이템이 반짝 잘 된

다고 해서 제 살 깎기 경쟁으로 몰려들지도 않을 뿐더러, 한 업종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장인정신을 지닌 

기업이 많다. 택배박스업체만 해도 10여 년 전 포털에서 검색했던 기업이 지금도 건재하며, 그 때와 비교해

서 경쟁업체가 별반 늘지도 않았다. 또 한 가지 택배박스가 가지는 장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다른 제품

과는 달리 디테일함이나 고퀄리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견고성과 가격, 이 두 가지만 충족된다면 부

분적인 하자가 발견된다 해도 상쇄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조 대표는 그 중에서도 핵심은 '가격경쟁력'이라

고 판단했다.

B2C Story

Success
Story

업종 택배박스 제조 및 도·소매

대표 상품 골판지박스, 소량 인쇄박스

진출 국가 일본

판매쇼핑몰 www.upackage.co.kr(국내)  www.tqoon.com(일본)

해외직판 첫 론칭 2014년 3월

티쿤글로벌에 입점한 유패키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유패키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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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100% 맞춤제작

2.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3. 초기 매출은 광고마케팅에 집중투자했다

유패키지는 소량 및 대량생산의 시스템을 동시에 갖춘 온라인 쇼핑몰이다. 그 중에서도 작은 규모의 인터넷 

소호몰은 다양한 재질과 여러 가지 사이즈를 100% 맞춤제작해주는 유패키지와 오래도록 신뢰관계를 구축

해왔다. 우리는 한 박스 안에 업체가 요구하는 필요 사이즈를 200장씩 쪼개서 소량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로 

많은 온라인 사업자를 단골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20분 이내에 답변 또는 견적서가 제시 안되면 보상해드립니다!' 유패키지가 고객에게 내건 약속이다. 온라

인 판매에서 고객CS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거론할 여지가 없다. 특히 일본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있어

서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쇼핑몰을 통해 문의를 해오는 고객에게는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고 정확하며 친절한 답변

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독립직판몰에서 인지도를 높이려면 결국은 광고마케팅이 답이다. 키워드광고에 치중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

본은 배너 광고, 이메일 광고, 키워드 광고 등 여러 경로의 마케팅을 접목시키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분야별

로 전문적인 대행사들도 존재한다. 우리의 경우 초기 매출은 무조건 광고에 투자했다. 자금이 부족하면 잠

시 쉬었다가 재개하는 한이 있어도 초기 매출의 대부분을 광고마케팅에 재투자 했다. 독립직판몰의 장점은 

투자한 만큼 광고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 한번 방문한 고객은 데이터가 남아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

다는 것이다.  

How to Success

| 내수와 수출 비중 | 일본 B2C 거래액 증가 추이

유패키지 조용성 대표

Success
Story

작은 규모의 인터넷쇼핑 소호몰은 다양한 재질과 여러 가지 사이즈를 

좋은 가격조건으로 맞춤제작해주는 거래처가 필요하다. 우리는 한 박스 안에 

업체가 요구하는 필요 사이즈를 200장씩 쪼개서 소량으로 공급하는 서비스로 

많은 온라인 사업자를 단골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
”

"유통업을 운영할 때부터 언젠가는 일본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늘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제

조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회사 안정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일본 진출의 꿈을 잠시 접었지요."

그러다가 2013년쯤 택배박스와 인쇄물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 직판 플랫폼 '티쿤'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기

업 문화는 업력이 짧은 신생업체가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은행계좌 하나 개설하는데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환경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택배업체등과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

는 것을 체험한 조 대표로서는 이미 조건이 구비된, 더욱이 같은 업종의 한국 직판 플랫폼을 만난 것은 천

군만마나 다름없었다. 

유패키지는 티쿤에 입점한 이후 동경에 별도로 물류 창고와 현지 직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매주 12톤 트럭 

규모의 택배박스 물량을 일본으로 출고한다. 온라인 직판 1년이 경과한 지금 티쿤에서 단보루(택배박스)를 

찾는 방문자는 약 500여명, 지난 6월 한 달간 거래량은 약 370만 엔 정도이다. 국내 매출과 비교할 때 점유

율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1년 만에 50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평일 방문객이 꾸준

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재구매율도 높은 편이다. 조 대표는 금년 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이 1차 

목표이며 향후 3년 이내에 일본 시장에 확실하게 정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티쿤과의 인연, 마침내 일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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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 | 한국무역협회 운영 Kmall24 입점

Kmall24 통해 글로벌 B2C 시장 입성하다

유아베개 제조회사 (주)지오클라비스

아기의 예쁜 머리모양을 위해 태어났다! 

아기베개 최초로 K+ 마크 인증

정부 지원 플랫폼이어서 더 신뢰

'아기 머리를 예쁘게 만드는 베개'라는 입소문을 타고 국내 엄마들 사이에서 큰 인기몰이 중인 베개가 있

다. 단지 아기의 두상 변형을 예방하는 기능 외에도 첨단소재인 3D 듀플렉스 헥사곤 에어메시(Duplex 

Hexagon Airmesh)를 사용해 자연 통기성을 극대화했다. 두상 태열로 인해 열이 많은 아기들의 땀과 열을 

효과적으로 줄여 쾌적한 수면환경을 만들어준다. 또 첨단소재가 내부에 충분한 공기층을 함유하고 있어 아

기의 얼굴이 베개에 묻혀서 발생할 수 있는 유아돌연사증후군(SIDS)도 효과적으로 줄여 준다. 2013년 ㈜

지오클라비스에서 선보인 아기베개 '지오필로우(GIO Pillow)'다.

(주)지오클라비스 김진영 대표는 200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기의 납작머리를 교정하는 의료기기 '지오헬

멧'을 국산화한 주인공이다. 두상교정모 사업을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기 머리에 관심을 갖고 돌본다면 

머리가 심하게 납작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에서 개발한 제품이 지오필로우다. 개발 당시

만 해도 시중에 아기베개는 많았지만, 아기의 두형과 아기 특성에 맞게 제작된 제품은 찾기 쉽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렇게 탄생한 지오필로우는 국내 정상 브랜드의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아기베개로는 최초로 한국무역협회

로부터 K+ 마크도 획득했다. 요즘은 국내 시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중국, 태국, 일본, 베트남, 대만, 

호주 등에 수출되어 해외에서도 점차 인지도가 상승하는 중이다. 지난해 한 중국 업체와는 향후 5년간 50

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동남아 지역 몇몇 국가와 캐나다, 홍콩, 멕시코 등과도 수출 상

담이 오가고 있다.

사실 지오필로우의 한 단계 도약에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명성과 입소문이 큰 효과를 보았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6월부터는 글로벌 B2C 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

핑몰 Kmall24에 입점한 것이다. 김진영 대표는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협회에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

출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마켓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있었다"면서 "특히 일정한 자격과 요

건을 갖춘 업체만 입점하는 만큼 지오필로우도 글로벌 B2C 아이템으로서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Kmall24가 영어, 중국어, 일어 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데다 입점 상품이 아마존, 이베이, 티몰 등의 

오픈마켓에도 연동됨으로써 지오필로우의 해외 시장 확대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오클라비스처럼 작

은 규모의 기업에서 일일이 관리하기 힘든 고객응대와 해외 배송까지 책임져 주니 더욱 든든했다. 김진영 

대표의 기대와 바람은 지난해 매출실적에서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전년대비 약 70%의 매출신장을 기록

한 것이다.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제품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해외 시장 판매 규모 역시 Kmall24 입점 전보

다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33만 달러, 올해는 50만 달러 수출이 목표다.

B2C Story

Success
Story

업종 유아베개 제조 및 유통

대표 브랜드 지오필로우

진출 국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판매쇼핑몰 www.kmall24.com

해외직판 첫 론칭 2014년

Kmall24 지오필로우 메인 이미지
아기의 납작머리 예방에 효과가 있는 
지오필로우

지오필로우는 유아의 쾌적한 수면환경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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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하고, 쾌적하게! 엄마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2.특허 받은 기술! 차별성을 구현하다

3. 시원하고, 포근하게! 기능성 소재에 주목하다

지오필로우는 매트의 통기성 구조로 세균 및 집 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어렵다. 매트를 통째로 물세탁 할 

수 있어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에게 위생적이다. 아기가 자면서 뒤척거리거나 잘못하여 얼굴이 매트에 

묻혀도 숨이 막히지 않는 원단이다. 따라서 원활한 산소 유입과 순환으로 쾌적한 수면환경을 만들어 준다. 

지오필로우는 오랜 두상교정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받은 아기베개다. 성장기 아기의 뒷머리를 편안

하게 받칠 수 있고, 또 압력을 받지 않도록 특허 설계되었다. 목 부위 역시 편안히 감쌀 수 있도록 최적의 각

도와 높이로 디자인되었다. 자연 통기성과 탄성을 극대화 한 내부 소재 역시 지오만의 특허기술로 구현되었

다.

지오필로우는 최대 16mm 두께의 최고급 3D 에어메시 원단을 사용하여 쿠션감을 극대화하였다. 첨단 기능

성 원단의 매트 겉감은 아기의 편안함 잠을 유도한다. 여름철에는 통풍성이 극대화되어 시원하게, 겨울철에

는 섬유질에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보온성을 강화해 더욱 포근해지는 특성을 지녔다.

How to Success

| 지오필로우의 내수 및 수출 비중 | 지오필로우의 연도별 수출 실적

(주)지오클라비스 김진영 대표

Success
Story

Kmall24가 영어, 중국어, 일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데다 아마존, 이베이, 티몰 등의 

오픈마켓에도 연동됨으로써 해외 시장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참여했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일일이 관리하기 힘든 고객 응대와 해외 배송까지 책임져 주니 

더욱 든든했다. 덕분에 전년대비 약 70%의 매출신장을 기록했으며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제품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해외 시장 판매 규모 역시 

Kmall24 입점 전보다 늘어나기 시작했다.

“

”

지오클라비스 마케팅 담당 김기찬 부장은 "사실 처음에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력을 제대로 알아봐 주

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조바심도 없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차츰 구매의향을 타진해오는 바이어가 늘

면서 해외 B2C 시장에서 지오필로우가 통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지오클라비스는 올 하반기, ICT가 융합하는 새로운 기능의 베개도 선보인다. 지오스마트필로우다. 예를 들

면 아기의 베개 표면에 미세접촉센서를 부착하여 아기의 현재 생체상태를 실시간으로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노인들이 베는 베개에도 이 기술을 접목시키면 보호자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

는 기능성 베개다. 지오스마트필로우를 잠자는 용도 외에 베개에 스마트 기술을 부가한 첨단 기능성 베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학습용 앱을 통하면 학생들의 언어 학습능률을 높이는 학습베개로 사용할 수 있고, 

산모들은 태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태교용 베개로 사용할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B2C 판매채널에서 "아기의 머리모양이 예뻐졌다"거나, "아기의 목에 나 있던 땀띠가 모

두 나아 고맙다"는 지오필로우 사용 후기를 읽으면 제품 개발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김진영 대표는   

"예쁜 아기 머리모양을 원하는 엄마의 마음은 전 세계가 똑같다"면서 글로벌 B2C 시장에서도 지오필로우의 

선전을 약속했다.

"지오필로우,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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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7 | 중소기업 제품 ebay 판매대행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이베이 파워셀러'

이베이코리아 공식 셀러 (주)지오택

최고 판매자의 영예, '티타늄 셀러'

이베이 '파워셀러' 로서의 자부심

IT제품을 주로 소싱 및 판매

2010년 창업 후 1년 만에 27억 원의 매출, 그 이듬해엔 34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리고 그해 최고 판

매자 등급인 '티타늄 셀러'를 획득했다. 티타늄 등급은 12개월 동안 누적 판매액 180만 달러 이상 기록한 

셀러들에게 부여하는 영예다. 2012년 당시 국내에서는 3개사만이 그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2014년에는 

B2C 시장 매출 43억 원을 기록하면서 '베스트 세일즈상(Best Sales Achievement Award)'까지 수상했다. 

전 세계에서 약 3억5천만 명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곳, 이베이닷컴(ebay.com)의 국내 공식 인증 판매대

행사이자 파워셀러인 (주)지오택의 지난 5년간의 경영 성적표다. 지오택은 2013년 DP2710 LED 컴퓨터모

니터 론칭 당시 이베이 자체 딜(Deal)과 외부 포럼 및 딜 사이트 노출을 통해 하루 5만8,000달러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지난 5년의 성과를 일군 지오택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이정우 대표는 "ID의 신뢰성 위에서 모든 활

동이 이루어지는 이베이 플랫폼 정책의 이해와 고객서비스 정책의 준수였다"고 말한다. 판매대행을 하면서 

통·번역, CS파트, 마케팅, 웹디자인, 물류 및 배송행정파트 등 전문 인력의 구성으로 이베이와 고객의 니

즈를 철저히 반영한 결과였다.

판매대행업체로서 글로벌 오픈마켓 진입 당시 어려운 점도 없진 않았다. 전 세계 구매자의 소비패턴과 쇼핑

몰 정책의 이해부족, 여기에 글로벌 트렌드보다도 한국적 정서에 의존한 접근도 문제점으로 노출됐다. 이때 

이 대표는 "눈앞의 작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멀리 내다보면서 쇼핑몰의 정책을 따르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또 "사업 초기, 아이템 발굴차 제조업체를 방문할 때면 마치 잡상인 대하듯 문전박대도 당하곤 

했었다" 면서 "그러나 이젠 B2C 온라인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판매를 직접 의뢰해 오는 문의전화

도 많아졌다"고 말한다. 이베이의 파워셀러로서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 오롯이 전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오택은 LG전자, 디스플레이랜드, 크로스오버 등 현재 200여 개 제조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IT제

품을 주로 소싱 및 판매하는 만큼 이 부문에서 매출 성과가 가장 도드라진 편이다. PC모니터, 블랙박스 등 

기업에서 의뢰한 2,000여 가지의 우수 상품을 이베이 4대 허브채널 관리국가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등

의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판매의뢰가 들어오면 각종 웹을 통한 시장

조사를 하여 해외 인지도와 인기도를 확인한 후 가능성 있는 모델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입점시킨다. 특

히 이들 4개 국가에는 허브물류 구축으로 배송료 부담을 덜면서 상품의 판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마케팅과 홍보는 해당 제품군이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 유명 포럼과 딜 사이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이

뤄진다. 제품 정보 공유, 글로벌 유저들을 통한 제품 평가 및 개선점들의 피드백을 받아 의뢰한 제조사들과 

추후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외에 구글플러스,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등을 통해서도 이벤

트 안내 및 신제품 론칭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온라인 B2C 시장에서는 이미 나라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해외시장은 거대한 블루오션이라

고 할 수 있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상품, 좋은 아이템의 발굴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B2C Story

Success
Story

업종 도·소매, 무역, 컨설팅 서비스

입점 상품 모니터, 블랙박스 등 IT제품

진출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유럽

판매쇼핑몰 www.ebay.com

해외직판 첫 론칭 2011년 6월

하루 5만8,000달러 매출을 기록한 바 있는 
DP2710 모니터

지오택이 히트시킨 블랙박스 제품과 (주)크로스오버의 컴퓨터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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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정책과 소비문화의 철저한 분석

2.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은 필수

3. 성공의 열쇠는 고객감동 실천

B2C 온라인 판매대행 첫 해, 쇼핑몰 정책의 이해부족과 글로벌 시장 구매자들의 소비행태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플랫폼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해당제품 구

매자들의 소비행태를 파악했다. 그 후 창업 2년 만에 12개월 누적 판매액 180만 달러 달성으로 최고 판매

자의 영예인 '티타늄 셀러' 에 오를 수 있었다.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 마케팅 전략의 차별화는 필수다. 지오택은 '텍 신디케이트(Tek Syndicate)' 라는 영향

력 있는 리뷰 전문 그룹을 발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국내 우수기업의 제품을 해외 리뷰어들에게 

객관적인 데이터의 영상리뷰와 함께 제공한 것이다. 이 리뷰는 리뷰어의 웹사이트 및 유튜브를 통해 전 세

계 바이어들에게 소개됐고, 매출 상승에 톡톡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B2C 시장에서의 성패는 결국 단골, 충성고객의 확보 여부다. 늘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감동을 

실천하다 보면 재구매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판매고 증진에 총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는 셀러로서는 고

객감동 실천만이 성공의 지름길을 보장받는 셈이다.

How to Success

| ebay 허브경로 국가별 매출 비중
  (2014년 말 기준)

| 연도별 B2C 시장 매출 추이

지오택 이정우 대표 <사진제공:지오택>

Success
Story

지오택은 LG전자, 디스플레이랜드, 크로스오버 등 

200여 개 제조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PC모니터, 블랙박스 등 

2,000여 가지의 상품을 이베이 4대 허브채널 관리국가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등의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

”

"앞으로는 1인 판매자들도 과감하게 해외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이정우 대표는 "조급한 마

음을 버리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면서 관리한다면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실

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2015년 지오택의 매출 목표는 500만 달러. 하지만 상반기가 지난 

현재 약 45% 달성으로 목표치에는 조금 못 미쳤다. 그러나 막힘없는 커뮤니케이션을 모토로 기업과 고객, 

기업과 기업 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는 지오택은 '세계 최고의 글로벌 셀러'를 향해 현재 힘

차게 도약하는 중이다. 

"과감하게 해외시장에 뛰어들라"

지난 6월 24일 열린 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에서 이정우 대표는 "B2C 온라인 판매자가 아직도 수출신고를 

정확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신고가 여전히 오프라인 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간과 인력 투자가 많

이 소요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B2C 수출신고의 최적화된 시스템 도입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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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8 | 베트남 의류 공장 + 현지 종합몰 운영

토종 한국자본이 만든 종합몰, 
                               Yes24베트남

B2BC 전문기업 '한세예스24홀딩스'

30년 관록 수출 기업의 또 다른 도전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베트남에 진출

100% 외국투자로 첫 신규 허가

Yes24베트남(이하 Yes24비나)은 의류수출 회사 '한세실업', 인터넷 서점 'Yes24', 온라인 패션전문몰 '아이

스타일24'의 지주회사 한세예스24홀딩스가 2010년 베트남에 론칭한 인터넷쇼핑몰이다. 한세예스24홀딩스

의 모기업인 한세실업은 미국인 3명 중 1명꼴로 이 회사가 만든 옷을 입는다고 할 정도로 대미 수출의 전진

기업으로  잘 알려진 의류회사이다. 오랫동안 OEM생산에만 주력해 온 B2B기업이었으나 2003년 인터넷서

점 YES24를 인수하고 뒤이어 패션의류 전문몰 아이스타일24를 론칭하면서 본격적인 B2C기업으로서의 면

모를 갖췄다. 2009년에는 지주회사 한세예스24홀딩스를 출범시키고 B2BC를 총괄하는 기업 체제를 구축

했다. 

의류 분야에서 30년 관록을 쌓은 수출기업의 동남아 B2C 사업 진출, 그 첫 번째 시장이 왜 베트남이었을

까? 가장 큰 이유는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의 유리한 입지조건이었다. 베트남은 한세실업의 의류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패션, 화장품, 가전 등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글로벌 생산기지이다. 현지에서 바로 국내 

브랜드업체 제품을 소싱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면 물류비와 제반 비용이 절감되어 가격경쟁력

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두 번째는 인구 조건과 잠재력이다. 베트남의 인구는 한국의 두 배인 9천 1백만 명이며 온라인 구매력이 있

는 젊은 층인 25~35세 인구가 약 65%를 차지한다. 내수 비중이 높다는 특징도 있다. 5년 전만 해도 불모

지나 다름없던 이 시장에 남들보다 앞서 진출해 교두보를 확보하고 나아가 6억 인구의 동남아 시장을 선점

하겠다는 것이 한세의 목표였다. 

Yes24비나는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최초로 외국 지분 100%인 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반소희 법인장은   

"한세가 현지에서 쌓은 투자와 고용, 수출 등의 업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를 받는 데만 꼬박 1

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5년간 모두 여섯 차례 사업 허가서 수정이 있었고 그 때마다 다시 1년여의 시

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대개는 현지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는데 Yes24비나의 경우 100% 한국자본으로 진출했던 드문 

케이스였다. 까다로운 공산국가여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변수가 걸림돌이 되었다. 그 첫 번째 벽은 도서 유

통 금지였다. 국내 인터넷서점 Yes24를 기반으로 B2C 사업을 시작했던 한세는 베트남 진출 당시 당연히 

도서 유통을 희망하였지만 외국 지분 100% 법인은 도서품목 유통을 불허한다는 공산당 정부의 방침으로 

어쩔 수 없이 도서 외 상품 군을 유통하는 종합몰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뒤이은 종합몰 오픈 과정도 순조롭

지는 않았다. 외투법인은 사업 허가서를 받을 때 HS CODE를 품목별로 따로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때문에 

애초의 구상과는 달리 처음에는 의류, 화장품 등 소규모 카테고리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5년간 꾸준히 

사업코드를 신청하여 현재 100여개 코드를 승인받은 상태이며 지금은 도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을 판

매하는 백화점급 프리미엄몰로 성장했다. 

B2C Story

Success
Story

업종 온라인 종합쇼핑몰

대표 품목 의류, 화장품

진출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판매쇼핑몰 www.Yes24.vn(베트남)  www.Yes24.id(인도네시아)

해외직판 첫 론칭 2010년

YES24베트남 쇼핑몰 YES24비나 계열사인 한세실업 베트남 현지공장 패션과 화장품이 대세이며, 
20대 여성이 강력한 소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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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쇼핑몰로 정착하다

5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60명에 가까운 직원을 확보한 규모로 성장했지만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진출 초기 베트남에는 온라인 MD개념이 없는 상태였다. 대졸사

원을 채용하여 한국의 MD전문가들이 1년 이상 집중교육 시켰으나 2011년부터 우후죽순 생겨난 해외투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급인력을 가로채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뿐만 아니다. 베트남은 배송 시에 물건

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후불결제조건(COD)결제방식이 일반화되어있는데 초기에는 장난 주문, 수취 

거부가 많아 배송 취소율이 30%까지 달했다. 지금은 물론 반품이나 환불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신뢰의 쇼

핑몰로 정착했다.

Yes24비나의 강력한 소비층은 20대 여성이며 패션의류와 화장품, 신발, 핸드폰, 기저귀 등이 베스트 카테

고리이다. 현지에서 맞춤형으로 생산 공급하는 1만~2만 원대의 저가상품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계

열사인 아이스타일24에서 수입해온 한국산 고가의류를 찾는 단골마니아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8만 개의 상품 구성, 월 방문자 135만 명,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성장. 2014년도 연간 거래액 500만 불. 진

출 5년이 경과한 Yes24비나의 성적표이다. 글로벌 투자업체인 Lazada가 온라인 시장의 최강자로 부상하는 

등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지만 선점업체로서 Yes24비나는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색, 프리미

엄급 프로모션, 신뢰의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1. 풍부한 사은품, 프리미엄급 프로모션

2. 모바일 앱 강화, SNS 집중 마케팅

3. 빠른 배송·무사고 배송의 실현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최초로 화장품 카테고리를 론칭했다. 화장품은 한국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를 

합하여 경쟁업체 대비 가장 많은 입점업체 수와 브랜드를 보유한 쇼핑몰로 인식되고 있다. 화장품 카테고리

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업체로부터 경쟁력 있는 가격의 다양한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 Yes24비나 하

면 떠오르는 정기적인 할인행사(24days)와 파격적인 쿠폰 마케팅, 포인터 정립제도, 패션 정보를 전해주는 

카페스타일 웹진 등 한국에 버금가는 풍부한 사은품과 프리미엄급 프로모션으로 충성고객을 확보해왔다.

베트남은 국민 소득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이 한국에 뒤지지 않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인구 수 대비 거의 1,5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등의 SNS 채널을 이용하

여 모바일 쇼핑에 접근하는 이용객이 많은 것도 국내와는 다른 환경이다. Yes24비나는 이에 맞춰 모바일 앱

을 출시하였으며, SNS 채널 마케팅에 집중하여 고정 팬 수를 늘려가고 있다.

베트남은 배송과 결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다. 배송 지연, 배송 사고가 흔하게 발생하는 현지에서 최대

한 빠른 배송, 무사고 배송을 모토로 했다. 신용카드 결제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베트남에서는 물품이 도착

한 후 대금을 결제하는 COD 방식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현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베트남 우체국 배

송을 이용하여 오전에 주문 시 당일 배송을 실현하였으며, 동시에 안전한 수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How to Success

| 숫자로 보는 Yes24비나 | 창업부터 현재까지 거래량 변화 추이

YES24베트남 반소희 법인장
<사진제공:Yes24베트남>

Success
Story

베트남은 한세실업의 의류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패션, 화장품, 가전 등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글로벌 생산기지이다. 현지에서 바로 국내 브랜드업체 제품을 소싱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면 물류비와 제반 비용이 절감되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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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9 | 역직구몰 Kmall24 + 톈마오(Tmall) 입점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에서 꽃피우다!

한방화장품 제조회사 (주)황후연

33가지 천연식물 추출액, 피부를 건강하게!

한류와 함께 세계로 전파된 황후연

까다롭다는 중국의 Tmall 입점!
한방의 지혜와 최첨단 과학이 만나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남미 시장까지 진출했다. 2013년 2월 창업한 (주)

황후연 한방 화장품의 글로벌 온라인 마켓 진출 이야기이다. 지난해 중국의 온·오프라인 매장과 한국무역

협회에서 운영하는 Kmall24에 입점하면서 생긴 변화 중 하나였다.

황후연은 '기품 있는 황후처럼, 진흙 속에서도 정결한 꽃을 피워내는 연꽃 같은 아름다움을 선물한다'는 의

미를 담았다. 첫 출시작이자 히트작인 황후연 미스트는 33가지 천연 식물 추출액을 98.5% 함유하면서 피

부 미백·보습효과, 피부톤 보정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무색, 무취의 특허기술도 자랑거리다. 식물성 원적

외선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흡수력과 지속력을 높여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 준다. 

원적외선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생육광선, 곧 생명을 키우고 지켜주는 에너지다. 몸속 독소 제거와 항산화작

용, 자율신경기능 조정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황후연의 또 다른 히트제품인 이혈기석&테이

프, 시크릿패치가 주목하는 효능들이다. 원리는 얼굴과 귀, 전신의 혈자리를 자극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리프팅 효과를 이끌어 건강과 미용효과를 극대화한다. 경락이 모인 혈자리 자극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황후연의 제품들은 지난해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동혁의 선물'로도 유명해졌다. SBS <슈퍼주니어 M 

게스트하우스>에서 동혁이 멤버들에게 선물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다. 최영훈 대표는 "이 방송이 나

간 이후 중국에서도 황후연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몰라보게 늘었다"면서 "한류 콘텐츠를 통한 엔터커머스

(Entertainment+E commerce)의 위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SBS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룸메이트>에서 걸그룹 멤버 박봄이 항상 휴대했던 일명 '박봄 미스트'도 

이후 많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On Style 방송의 <겟잇뷰티(Get it Beauty)> 다운에이

징 편에서는 리프팅 팩이 여성들의 동안(童顔)을 위한 '머스트 해브(must have)' 아이템으로 선정되기도 했

다. MBC 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에서도 이혈기석&테이프와 시크릿패치를 이용한 체험방송이 소개된 바 

있다.

황후연 한방화장품은 2014년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온라인 마켓 Kmall24 입점

이 그 첫 도전이었다. 국내와 중국에 국한되었던 시장이 Kmall24를 만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 인도네시

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었다. 더욱이 아마존 등 글로벌 오픈마켓과도 연계가 되면서 북미와 

남미지역까지도 판매시장이 확대되는 중이다. 최 대표는 "남미 중에서도 브라질은 특히 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 최근 2∼3년 사이 슈퍼주니어, 싸이, 빅뱅 등 한류 K-POP 열풍이 다시 불면서 K-브랜드의 시

장성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마케팅 총괄담당 조형만 부장은 "북미와 남미 지역에선 현재 황

후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중"이라면서 "Kmall24에서도 각 지역별 플랫폼 이용에 따른 데이

터 등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으면 입점 기업에서도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황후연은 현재 중국 시장 공략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에 플래그십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10월에는 하루 약 4억 명이 방문한다는 Tmall에도 입점했다. Tmall 입점 이후 현재까지 약 1억 원

의 매출을 이곳에서 올리고 있다. 

B2C Story

Success
Story

업종 화장품 제조 및 유통

입점 상품 미스트, 이혈기석, 시크릿 패치

진출 국가 중국, 호주, 일본, 미국, 캐나다

판매쇼핑몰 www.kmall24.com, www.tmall.com

해외직판 첫 론칭 2014년

Kmall24 중국어 쇼핑몰에
소개된 황후연 제품들

인기상품인 황후연 미스트 시크릿 다이아몬드 리프팅 팩 패치 미니

식물성 원적외선과 바르는 보톡스라 불리는 고농축 펩타이드가 만난 시크릿 다이아몬드 리프팅팩 역시 완

벽한 V라인 턱선을 만들어주는 여성의 필수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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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젓 원료의 신제품 곧 출시

조형만 부장은 글로벌 B2C 진출 1년을 돌아보면서 "철저한 시장조사와 사전 준비만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서 "Kmall24와 Tmall에 안정적으로 정착 후에는 황후연 독자적으로 대형 마켓 추가입점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 온라인 신라면세점에도 새로 입점하는 등 당분간은 온라인 시장 마케팅에 집

중할 계획이다.

황후연은 최근 제주도에서 직접 말을 키우기 시작했다.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원료 확보를 위해서다. 최영

훈 대표는 "말젓을 원료로 하는, 전혀 새로운 콘셉트의 획기적인 화장품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

다. 이외에 두피미스트, 플라워미스트, 콜라겐 수면 팩 등의 신제품도 속속 선보일 예정이다. 

황후연 화장품은 황후연 논현점을 비롯하여 인천공항 한국명품관, 제주 한라명품면세점, 롯데백화점 청량

리점에도 입점해 있다. 또 올해 안에 아시아나 기내 면세품으로도 입점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세계 명품브랜

드 편집숍인 캔들라인 서울 대치점, 여의도 IFC몰, 대구, 포항 등 전국 8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1. 시장의 흐름을 꿰뚫다!

2. 천연과 과학기술의 만남, 5無로 승부하다!

3. 사람경영, 정직이 곧 힘이다!

해외 직구족이 구매행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상품의 품질이다.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천연 성분의 화

장품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태이지만 중국, 동남아, 중남미 지역 등에서는 진입기에 해당한다. 황후연은 

이들 새로운 시장과 한류 현상에 주목하면서 천연 한방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중국 요우커(遊

客)와 홍콩,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여성들의 한국 한방화장품 사랑은 예상을 적중했다.

황후연 천연한방 화장품은 무색소, 무알코올, 무화학물질, 무방부제, 무인공향료 등 인체에 유해한 5무(5無)

를 실현했다. 보습강화는 기본에다 피부 손상방지와 피부트러블 진정효과 등 천연화장품의 효과를 극대화

했다. 식물성 원적외선의 열에너지는 노폐물 및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황후연 최영훈 대표의 경영 모토는 '정직, 그리고 사람경영' 이다. 고객과의 신뢰 형성은 물론 내부 구성원 

간에도 정직과 신뢰를 기본 가치로 삼고 있다. 더욱이 제품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 등 중요한 고비 때마다 

황후연을 이끌어 온 동력은 바로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의 힘이었다. 

How to Success

| 내수 및 수출 비중 | B2C를 통한 수출 실적

황후연 최영훈 대표

Success
Story

황후연 한방화장품은 국내와 중국에 국한되었던 시장이 Kmall24를 만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었다. 더욱이 아마존 등 

글로벌 오픈마켓과도 연계가 되면서 북미와 중남미 지역까지도 

판매시장이 확대되는 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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