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쇼피코리아, 멕시코 행 물류 서비스 오픈
중남미 온라인 시장 판로 확대
•

멕시코 이커머스 시장 매년 35%씩 빠르게 성장··· 중남미 2 위 규모

•

셀러 대상 최대 4 개월 수수료 면제 및 반품 건에 대해 상품 가격의 최대 100%
보상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 제공

[이미지 1] ‘쇼피 멕시코’ 행 물류 서비스 오픈

[이미지 2] ‘쇼피 멕시코’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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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와 대만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지사장 권윤아, Shopee)가 오는 15 일 멕시코
행 물류 서비스를 전격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온라인 판매자들이 ‘쇼피 멕시코’에
공식 입점할 수 있게 된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멕시코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38 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2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5%씩 빠르게 성장해 왔다. 쇼피는
올해 초 멕시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 오픈으로 ‘쇼피 멕시코’에 입점한 셀러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집하지로 물건을
보내기만 하면 쇼피에서 멕시코까지의 배송, 통관 등을 모두 지원한다. 쇼피코리아 자체 일별
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스페인어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도 제공한다. 올해 12 월까지는 멕시코발 반품 건에
대해 상품 가격의 최대 100% 보상 혜택과 함께 쇼피 무료 배송 프로그램¹을 무상으로 제공해
국내 셀러들이 현지 시장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쇼피
멕시코 사전 입점 신청자 중 최소 상품 등록 기준을 충족한 셀러들에게는 기존 3 개월에 더해
1 개월 추가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멕시코에서 인기 있는 한국 제품으로는 마스크팩, 쿠션 팩트를 포함한 화장품, 뷰티 관리용품 및
스포츠용품 등이 있다².

쇼피코리아 권윤아 지사장은 “멕시코는 중남미 한류의 중심지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직구
제품에 대한 수용력이 큰 20·30 젊은 층이 온라인 고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며, “이제 쇼피를 통해 멕시코의 잠재 고객들을 간편하게 만나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쇼피 멕시코’에는 현재 쇼피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는 판매자들이 입점할 수 있으며, 신규 셀러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4 개국 입점 후 순차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¹쇼피

무료 배송 프로그램(Free Shipping Program):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무료 배송 서비스. 셀러는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²출처: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이커머스 HOT 리포트

###
쇼피(Shopee) 개요
2015 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쇼피는 총 6 억 인구를 보유한 동남아시아와 대만의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지역별 사용자 특성에 최적화된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통해 단기간에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동남아 6 개국과 대만, 브라질, 멕시코 9 개국에서 쉽고, 안전하고,
즐거운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쇼피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이커머스,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인터넷 기업 시 그룹(Sea Group)의 자회사이다. 시 그룹은
2009 년 창립 이래 급속 성장해 2017 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었다.
쇼피코리아는 한국의 판매자들이 동남아 및 대만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마켓 오픈, 판매자
교육, 담당 매니저 배정, 통합 물류 서비스, 현지 마케팅 및 번역/CS 등 전반적인 수출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shopee.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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