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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이커머스 협력 통해 동남아 K-쇼핑 성장세 견인
● 11 번가•G 마켓, 동남아와 대만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와 협업으로 한국 제품 판매↑
● 9 월 쇼피의 다양한 한국관 기획전 참여…1 월 대비 9 월 주문량 11 번가 37 배, G 마켓 13 배 증가
● 물량 확보 및 쇼피코리아 팀과의 긴밀한 협업 주효

[이미지] (좌측부터) 11 번가 쇼피 말레이시아 샵, G 마켓 쇼피 싱가포르 샵

2021 년 11 월 23 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K 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거센 가운데, 국내외 유명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상호 협력하여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11 번가와 G 마켓은 지난해 8 월 동남아와 대만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Shopee)’에
입점했다. 쇼피는 지난해 모바일 데이터 분석 기업 앱애니(App Annie)에서 동남아 6 개국과
대만의 쇼핑 앱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수, 월간 활성 이용자수(Monthly Active Users, MAU),
체류시간 1 위를 기록할 만큼 해당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11 번가와 G 마켓은 올해 9 월 쇼피 싱가포르의 ‘코리아 어텀 페스티벌(Korea Autumn Festival)’,
쇼피 말레이시아의 ‘대박딜 프롬 코리아(Daebak Deals From Korea)’, 쇼피 베트남의 ‘코리아 쇼핑
페스티벌(Korea Shopping Festival)’ 등 다양한 한국관 기획전에 참여하며 놀랄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양사는

주력

제품에

대해

미리

재고를

확보하여

할인전에

집중되는

주문량에

발빠르게

대응하였다. 또한 쇼피코리아 마케팅솔루션팀과 협업해 쇼피 샵과 연동되는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해 효율을 높였으며, 쇼피는 각 플랫폼만을 위한 배너 광고와 마이크로사이트를 별도 제작해
메인 화면에 노출하여 주목도를 더욱 높였다.
그 결과, 11 번가는 쇼피에서 올해 1 월 대비 9 월 주문량이 37 배나 증가했다. 11 번가는 지난해
8 월 쇼피 말레이시아 샵을 개설한데 이어 올해 4 월에 쇼피 베트남 샵을 개설했으며, 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판매가 높았다. 쇼피 말레이시아에서는 리더스코스메틱의 메디유 아미노 티트리
마스크가 잘 팔렸으며 쇼피 베트남에서는 코스알엑스의 굿모닝 젤 클렌저, 아하 바하 클래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가 판매 1, 2 순위를 기록했다.
G 마켓도 올해 1 월 대비 9 월 주문량이 13 배 증가했다.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있는 한국 화장품
외에도 유아동 제품군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쇼피 말레이시아에서의 인기 제품 순위는
메디힐의 마스크팩, 아리얼의 세븐데이즈 마스크 7 종 세트, 잇걸온드레서의 세븐 시너지 티트리
비타 콜라겐 아쿠아 앰플, 아이코닉스의 타요 장난감 풀세트 순이며 쇼피 싱가포르에서는
젤리스푼의 꼬마공룡 상하복, 메디힐의 마스크팩, 뽀로로 영어동요 사운드카드 순으로 높은
판매를 기록했다. G 마켓은 지난해 8 월 쇼피 싱가포르 샵을 개설한 후 올해 4 월 쇼피 말레이시아
샵을 열었다.
현재 두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 수는 약 2~4 천 개로, 연말까지 최소 5 천 개 이상의 상품을
등록할 예정이다.
권윤아 쇼피코리아 지사장은 “국내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이커머스 플랫폼 간의 협업을
통해 국내를 비롯해 해외 시장에서 동시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판로 개척이 더욱 편리해질 것
으로 기대된다. 최근 올리브영, KT알파, AK플라자도 쇼피에 입점해 향후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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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