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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G마켓이 운영하는 글로벌 역직구 플랫폼 
G마켓 글로벌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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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온라인 커머스 G마켓” 

www.gmarket.co.kr 

“G마켓이 운영하는 
온라인 역직구 플랫폼 

G마켓 글로벌샵” 

global.gmarket.co.kr 



영어 및 중국어 동시 지원, 
전세계 100여 국가 한국상품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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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샵 (영문) 글로벌샵 (중문) 

• 홍콩, 미국, 호주, 싱가포르, 러시아 등 
해외거주 및 한국거주 외국인 대상 

•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 대만 거주 
중국인 및 전세계 화교 대상 

“해외 주요 언어권 시장 성장에 맞춰 지원 언어 지속 확대 예정!!” 

2013년 9월 오픈 2007년 오픈 



중문서비스 오픈 후, 국내 최대 중국 B2C Outbound 
커머스로 성장 중 

“2013년 9월 중문샵 런치 후 중국인 회원과 중국 거래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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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글로벌샵을 통한 해외판매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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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상품 등록하면 
글로벌샵 즉시 노출 
 

• 익숙한 ESM+ 활용 

•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유명 매체 광고 운영 
 

• 오랜 해외판매 경험 통한 
마케팅 노하우 

쉬운 상품등록 및 운영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해외 마케팅 

해외물류/글로벌CS 전폭적 지원 높은 수익성을 손쉽게 확보 

• 국내 G마켓 해외배송 
물류센터로 발송 하면 끝 
 

• 글로벌 CS 센터로 
외국어 응대 부담 Down 

• 부가가치세 환급 통한 
해외판매 추가 수익 
 

• 손쉬운 증빙서류 발급 





9 

전세계 220만 페이스북 팬 보유 

220만 

L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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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한 프로모션 상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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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용 Weibo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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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Google 검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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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포털 Baidu 검색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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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글로벌샵의 해외 마케팅 노하우 

우수한 
해외 마케팅 채널 확보 

효율적이고 
Impact 있는 운영 

• 글로벌 주요 검색포털 확보 

• 글로벌 주요 SNS 확보 

• 고객/지역 고려한 
주요 광고 매체와 사이트 확보 

• 2007년부터 축적된 오랜 글로벌 
마케팅 운영 경험 보유 

• eBay 의 노하우 전수 

• 글로벌 고객의 취향과 광고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Impact 있는 마케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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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등록 상품은 바로 G마켓 글로벌샵에 노출 

ESM+ 통한 
G마켓 

상품등록 

G마켓 
글로벌샵 입점 
(영/중문샵) 

= 

해외판매 진행설정 
 
 

노출사이트 설정 
 
 

“글로벌샵 별도 입점 프로세스 없으며, 
G마켓 등록 상품이 글로벌샵에 노출” 

(일부 카테고리 제외) 

“단, 해외판매 선택 등 
상황에 맞는 글로벌샵 판매방식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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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 진행설정 

최초 판매자 회원 가입 혹은 신규상품 등록 시, 
모든 판매자/상품에 대해 “해외판매진행” 상태 기본 설정  

판매자 (ID)별 설정 상품번호별 설정 

• ESM+ 판매자 계정(ID) 관리-판매자 정보 
조회 및 수정 

• 해외판매 여부를 선택하고 ‘수정’ 누름 

•해당 ID 판매자 전상품 해외배송 불가 

•글로벌샵에 노출은 됨 

• ESM+ 상품관리에서 상품 선택 - 
해외판매설정 - 해외판매 여부 선택하고 
“적용” 누름 

•해당 상품 해외배송 불가 

•글로벌샵에 노출은 됨 

* 단, 우체국 및 제휴배송사에서 원천적으로 해외배송 불가한 상품은 설정과 무관하게 해외판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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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 주문확인 

ESM+ 에서 주문확인 후 발송요청 내 해외배송 탭에서 해외판매 주문 확인 

라벨인쇄 및 운송장번호 입력을 “반드시” 진행해야 발송처리 완료 

- 송장번호는 실제 발송한 송장번호 입력 필수  

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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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객에게도 상품정보 이해는 
원활한 구매 결정을 위한 필수 요건 

16% 

8% 

10% 

11% 

22% 

34% 

기타 

낮은신뢰/인지 

결제 불편 

상품상세 불편 

번역부족 

배송비 

17% 

8% 

8% 

8% 

21% 

38% 

기타 

상품상세 불편 

결제불편 

배송불가 

배송비 

번역부족 

이용 불편사항 

* G마켓 SNS 팬 대상 설문조사 

구매 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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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易地思之): 외국인 구매자의 시각 

옵션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더라면… 

상품 상세 특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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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문 상품정보 추가 등록 통해 외국인 구매 확대! 

영중문 상품명 
 
 

영중문 옵션정보 
 
 

영중문 상품상세정보 
 
 

• 영중문 전용 상품명 등록 

• 미입력 시 자동 번역 및 등록 

• 영중문 전용 옵션정보 등록/ 

• 모델명 영중문 표기 혹은 코드화 

• 영중문 상품상세 입력창에 입력  

“영중문 상품정보 미등록시 

국문 정보만 있어도 판매는 이루어짐”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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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문 상품명은 전용 필드에 직접 입력하거나 
미등록 시 시스템 자동 번역되어 등록 

• ESM+ 에서 국문 상품명 입력 후, 아래 영중문 상품명 등록창에 입력 

• 영중문 상품명 미입력 시 ESM+ 시스템에서 자동 번역되어 등록 (주요 키워드 번역 방식) 

• 단, ESM+ 가 아닌 시스템 연동을 통해 등록된 상품은 상품명 자동 번역에서 제외됨 

* ESM+ 상품 등록/변경>상품명 설정 메뉴 

A 영중문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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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상품명 수정 후 영중문 상품명이 그대로일 경우, 
자동 번역되어 등록 

국문상품명 수정 시, 
영중문 상품명 미수

정 
해당 상품에 대한 영중문 상품명 자동번역 진행 

국문상품명 수정 시, 
영문/중문 중 

1개 상품명만 수정 
미수정된 나머지 언어의 상품명 추가 자동번역 진행 

국문상품명 수정 후, 
영중문 상품명 수정 

추가 자동번역 미진행 

A 영중문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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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옵션 관리 2단계에서  
영문/중문옵션 입력 버튼 클릭 > 전용 입력창 활성화 

“클릭!” 

입력창 생성 및 활성화 

B 영중문 옵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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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옵션 기능을 사용하면, 번역 부담없이 
영중문 옵션명/옵션값 등록 가능 (1) 

<Step 1: 추천 옵션명 선택> <Step 2: 필요한 옵션값 선택> 

B 영중문 옵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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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옵션 기능을 사용하면, 번역 부담없이 
영중문 옵션명/옵션값 등록 가능 (2) 

<영중문 옵션정보 등록완료> 

B 영중문 옵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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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문 상품상세 입력 방법 
 
* ESM+ 상품등록/변경> 상품상세설명 설정 

• 영문/중문 상세설명 클릭 후 언어별 입력 

필드에 등록 

 

• 영문 필드 입력 글로벌샵 (영문)에 노출 

• 중문 필드 입력 글로벌샵 (중문) 에 노출 

• 영중문 필드 미입력국문 필드내용 노출 

영문 

중문 

활용 예시 

C 영중문 상품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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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문 Shop 이름 입력 방법 
 
* ESM+ 미니샵/스토어관리> 정보관리> 기본정보 관리  

 

• 영문 필드 입력 글로벌샵 (영문)에 영문 미니샵명 노출 

• 중문 필드 입력 글로벌샵 (중문)에 중문 미니샵명 노출 

• 영중문 필드 미입력국문 미니샵명 노출 

• 한달에 1회 수정가능  

글로벌 미니샵명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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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 G마켓 해외배송 물류센터로 배송하면 
판매자의 해외발송 작업 완료! 

판매자 
G마켓 

해외배송 
물류센터 

해외 
구매자 

• 판매자가 국내배송 통해 G

마켓 해외배송 물류센터로 

발송 

 

• 해외배송 라벨지 부착 필수 

• 입고 확인 후 구매자별 합포장 

 

• 배송무게 실측 

 

• 해외배송사 통해 해외발송 

• 상품 확인 후 수령 

국내배송 해외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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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라벨지 부착 방법 

• 여러 상품을 구매자별  합포장 하기 위해 라벨지가 “반드시” 필요 
• 판매자는 주문상품 별 라벨지 부착 후 여러 상품을 물류센터에 한 박스로 배송하

여 국내 배송비 절감 통한 수익 확대 가능 

A 

C 

D 

F 

G 

B 

E 

상품명 

선택정보 

체결번호/바코드 

상품번호 

A 

C 

E 

G 

수량 

구매자명 

구매날짜 

B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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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해외배송 작업을 위해… 

주문 확인을 수시로 하여 일 1회 이
상 발송해 주세요 
 
라벨지를 각 상품별로 붙이고 떨어
지지 않도록 확인해 주세요 
 
여러 상품을 발송할 때는 상품이 누
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발송 후에는 반드시 ESM+ 에 송장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합포장 발송에 따라 
1개 상품에 이슈가 
생기면 동일 구매자
의 다른 상품도 처리 

지연” 

“신속한 물류처리
와 발송으로 

고객 만족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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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는 구매자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이 불가 
판매자 귀책 시 협의 후에 반품 및 환불 진행 

구매자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 불가 

판매자 귀책 존재 시 협의 후 반품 및 환불 진행 

• 판매자는 G마켓 해외배송 물류센터로  배송만 하면 끝! 
• 구매자의 단순변심 사유로 반품 및 환불 불가 

 

“국문샵 대비 낮은 반품 비율” 

• 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존재 시 구매자의 반품/환불 요청 수용 

(이는 G마켓 귀책 시에도 동일 적용) 

• 단, 구체적인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G마켓 및 구매자와의 협의 하에 유

연한 보상 방법/금액 최종 결정 

글로벌 CS 반품/환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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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응대가 어렵다면, 
G마켓 글로벌 CS센터의 지원 통한 응대 가능! 

• ESM+ G마켓에 문의하기 기능 통해 외국인 고객의 각종 문의
에 대한 글로벌샵 CS 센터 지원 요청 가능 (영/중문) 
 

• 주문번호 및 문의 내용을 미리 확인 전달하면 보다 신속한 지
원 가능 

 ESM+ 구매고객 관리>고객문의/응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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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는 국내판매 대비 높은 수익성 

국문샵 
판매수익 

부가 
가치세 
환급 

해외판매 
수익 

해외판매 
대행 

이용료 

= 

“동일 판매금액에 대해 

국내판매 대비 

추가 수익 존재” 

구매자 해외판
매 

결제액 4.55% 

(판매자 부담) 

부가가치세 대상 
매입액의 10% 

 

(판매자 추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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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대행이용료 

해외판매대행이용료란? 

판매자 G마켓 

해외판매대행이용료  

해외판매 서비스 제공 

• 해외배송 주문 구매자 결제금액의 4.55% 부과 

(국내/해외배송비 제외) 

• 해외배송 주문 판매자 부과 총 수수료율 약 10~17% 

- 카테고리수수료 약 6~12% 

- 해외판매대행이용료 4.55% 

• G마켓 해외판매 운영대행 서비스 이용료 

- 물류센터: 시설 및 인건비 등 

- 글로벌 CS 센터: 외국어 CS 응대, 중국 채팅 CS 응대 

- 글로벌 마케팅: 구글 등 주요 채널 통한 마케팅 진행 

- 외국어 번역: 사이트 번역, 번역사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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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대행이용료 확인 

ESM+ 주문 관리>G마켓 판매 진행내역 

더블 클릭하면 결제금액 상세정보 내역 화면 노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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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제도에 의한 해외판매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율 신고 

•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란에 영세율 매출 금액 표기하고 관련 증빙 제출 

• 연매출 2,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미납부하여 영세율 제도 

미적용 

• 부가세 납부 일반 및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 통해 매입세액에 대한 부

가세 환급 가능 

영세율 증빙자
료 

• 해외배송 증빙 및 배송내역서를 ESM+ 에서 출력 

- 경로: 정산관리>세무관리>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내역 내 ‘해외배송 증

빙’ 및 ‘해외배송 내역서’  

• 필요 시 EMS 해외배송 확인증 출력하여 제출 

영세율이란? 

• 해외 대상 일정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 영(0%) 적용 

• 구매자 대상 부가가치세 징수 없으며, 판매자는 이미 부담한 세액 환급 수

취 가능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일반과세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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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 부가가치세 환급 증빙자료 

ESM+>정산관리>세무관리>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내역 



해외판매 부가가치세 환급 증빙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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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 해외배송 물류센터 입고 기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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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결제 

“해외 구매자 배송완료가 아닌 국내 물류센터 입고 +7일 후 정산” 

판매자 발송 
(0~1일) 

해외배송 물류센
터 입고 

(국내 물류처리 
1~2일) 

입고 후 7일 

정상 발송 및 국내 물류처리 시, 
구매자 결제 후 8~10일 후 정산되어 국내판매와 유사 



이베이코리아 판매자 교육센터 통한 
글로벌샵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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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bay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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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bayedu.com/eduinfo/online/view?q.ca

tegoryCode=&q.stepType=&id=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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