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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P
E-commerce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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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피 소개자료

THE PART ON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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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마케팅+유통(B2B/B2C)+물류를 통해
각 기업에게 적합한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알리바바 벤더
TKOF 에이전시

쇼피/라자다
운영대행

-티몰/카올라/라자다
직영몰 입점

-브랜드 몰 운영대행
-원스톱 솔루션 제공

-알리바바 판매
플랫폼 입점

-정부지원사업 수행

브랜드
인큐베이터

Alibaba.com
에이전시

-브랜드 컨설팅

-B2B 바이어/파트너 발굴

-브랜딩 & 판로개척

-제품/브랜드 홈페이지 제작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진행

-데이터 분석
-글로벌 시장 진입 로드맵

정부지원사업
도우인/콰이쇼우
운영대행

중국 플랫폼 입점
운영대행

페이오니아
에이전시

정부지원사업
수행사

-브랜드 계정 운영

-브랜드 몰 운영대행

-환전수수료 할인

-정부지원사업 전략 수립

-피드광고

-판매 채널 확장

-매뉴얼 제공 및 기타
서비스

-정부지원사업 예산 신청

-인플루언서 섭외

-총판/벤더 발굴

-라이브 방송
기획&진행

-정부지원사업 프로젝트 진행
-정부지원사업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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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Branding & Sale

판매 테스트 & 마케팅
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마케팅,

시딩 등 작업을 통해 중국&동남아

브랜딩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컨셉, 제품 홍보,
광고, 인플루언서 협찬을 통해 브랜딩

진출테스트 실행 해드립니다.

작업 해드립니다.

해외진출준비

유통망(B2B/B2C)

해외진출에 필요한 시장조사, 수출

플래그십 스토어, 리셀러, 벤더를 통해

인허가, 진입전략 수립 등 상황을

B2C&B2B 작업을 해드립니다.

브랜드의 니즈에 따라 제공 해드립니다.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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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남아 이커머스 B2C채널을 통해 판로 확장 해드리며
알리바바닷컴을 통해 B2B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B2C

B2B

CHINA

SOUTUEAST ASIA
B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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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 vice

컨 설 팅
시장조사
경쟁 브랜드 조사
제품 가격 조사
트래픽 조사
구매 전환율 조사
진입 전략 수립

E R P
OMS(주문관리 시스템)
WMS(재고관리시스템)
CRM(고객관리 시스템)
빅 데이터 수집 등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마케팅 예산 편성
인허가 신청
물류 방식 조사 및
실행, 바이어
발굴(데이터 제공)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해드립니다.

마 케 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페이스북/틱톡 광고
판매 시딩
인플루언서 샵 입점 및 홍보
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 운영
등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운영대행
라다자&쇼피 입점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운영 전략 및 샵 인테리어
CS
샵 기초 작업 등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3PL(배송대행)
제품보관
재고관리
포장 및 배송 대행
B2B2C 업무 대행
결과 보고 등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S e r v i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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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s u l t i n g

E-Commerce Consulting
브랜드사의 니즈에 맞게 각 국가에 있는 이커머스 채널
진입 및 전략 컨설팅 제공 해드립니다.
시장조사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가시적으로
만들어 드리며 시장진출 하는
가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전략수립
각 국가에 있는 정책, 경재상황,
소비자 분석, 객단가, 카테고리,
시장환경 및 기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진입 전략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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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r v i c e

O p e r a t i n g

A g e n c y

Objective & Budget & Strategy
운영 목표, 운영 예산, 운영 전략에 따라 운영 가이드 제시하고 타임
라인에 맞춰 KPI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운영 진행해드립니다.

마케팅 예산

실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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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O M S

W M S

Report System

OMS(Order Management System)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판매 오더 리포트, 배송 리포트, 반품

주문 관리시스템은 전산을 통해 주문된

창고관리시스템은 자재발주, 입고, 적재, 오더별

리포트, 구매 리포트, 출고/입고 리포트,

상품현황을 보면서 결제확인, 배송, 주문

관리, 피킹, 출고, 배송, 재고관리 등을 실시간

재고 유동 리포트, 재고 상세 리포트

취소, 반품 등을 총괄 처리하는

통합 관리하는 경영자원의 유용한 활용과 고객

등을 통해 경영자에게 직관적으로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제시해 드립니다.

U P F O S
U-Useful
P-Professional
F-Friendly
O-Outstanding
S-Safe

C R M

다양한 채널 & 확장성

소비자 정보 빅 데이터, 구매 내역

라자다, 쇼피, 큐텐, 쇼피파이, 티키등

데이터, 소비자 등급 분류, 소비자 2차

많은 이커머스 채널 연동 중 또는

마케팅/광고, 배송 알림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채널 확장을 통해

소비자관리나 샵 팬덤을 쉽게 관리

해외 유통관리의 최고통합관리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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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Basic Marketing

플랫폼 내 마케팅

Off-site Marketing

Branding Marketing

가구매, 리뷰이벤트, 인스타그램

Keyword ADS, Discovery ADS,

SNS 컨텐츠, Facebook ADS，

Offline ADS, TV ADS, 박람회,

계정, 자동 부스터, 미끼 상품결정,

Brand Campaign, Feed,

Tiktok ADS， Instagram &

Offline 행사,

브랜드 인큐베이팅 패키지 등을

Livestreaming, Flash deal,

Platform Live, Youtube 홍보,

백화점/편의점/로드샵 이점,

통해 샵 기본 작업해드립니다.

Affiliates ADS, Voucher, Flexi

공동구매 등을 통해 플랫폼 외

브랜드 모델 섭외,

Combo, Bundles 등을 통해

마케팅 진행해드립니다.

예능/스포츠/드라마/영화 협찬

플랫폼 마케팅 진행해드립니다.

등을 통해 브랜딩 마케팅
진행해드립니다.

샵 베이스 마케팅

플랫폼 내 마케팅

플랫폼 외 마케팅

브랜딩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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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

제품보관 및 재고관리

포장 및 배송대행

결과보고 및 판로개척

정확한 창고위치 및 수량관리,
재고관리 및 스마트한 재고 충전 전략,
유통기간 알림 및 다양한 프로모션
제안을 통해 더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
해드립니다.

효율이 높은 개별포장,
매일 출차 및 픽업 서비스로 배송효율 보장,
배송기간 또는 지속적인 팔로우작업을 통해
더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결과 리포트 및 정확한 데이터 제공,
더 많은 리셀러에게 제품판매 권유,
전략적으로 더 빠르게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12

Performance Marketing
중국
왕홍 마케팅
플랫폼 입점
B2C B2B

바이어/벤더 발굴
판매 플랫폼 확장
B2B/유통채널 공급

One-Stop Solution

샵 운영 & 마케팅
B2C B2B

동남아
바이어/벤더 발굴
판매 플랫폼 확장

판매 채널 확장
브랜딩

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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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리셀러 샵 & 브랜드 몰

Lazada Korea Mall 독점 운영

Shinning Star
Nature Republic
Nutrione
Etude House
Mediheal
It’s skin
CSA Beauty
AMOS Professional
Donga Mall
…

MY: https://www.lazada.com.my/shop/lazada-korea-mall
SG: https://www.lazada.sg/shop/lazada-korea-mall
ID: https://www.lazada.co.id/shop/lazada-korea-mall/
PH: https://www.lazada.com.ph/shop/lazada-korea-mall/
TH: https://www.lazada.co.th/shop/lazada-korea-mall/
VN：https://www.lazada.vn/shop/lazada-korea-mall/

인플루언서 샵

월 매출(CBT) $1,000,000+

Sunny’s Market LAZADA & SHOPEE
YouTube: 260만 Followers
Instagram： 88만 Followers
Sunny’s Market Instagram: 1.5 만 Followers
Lazada Sunny’s Market： 70000+ Followers
Shopee Sunny’s Market：70000+ Fol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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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fice
서울특별시 성수동 성수이로 20길 3 세종빌딩 10층
TEL: 02-6956-5168

Fulfillment Center
서울특별시 성수동 성수동2가 272-35 B1&2층
TEL: 02-695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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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피 서비스

THE PAR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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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_E-commerce channel
CBT E-commerce
Channel (CHINA)
Douyin Mall
Tmall Global
Kaola Global
JD Global
VIP Global
Pinduoduo Global
…

CBT
Lazada Korea Mall
동남아 6개 코리아 공식몰 입점
브랜드 캠페인 진행
판매 테스트
퍼포먼스 마케팅
브랜딩
…

CBT E-commerce
Channel (SOUTHEAST ASIA)
Shopee Brand Mall
Lazada Brand Mall
Sunny's Market
Shinning Star Mall
Beauty SS shop
Korea Young shop
Korea Cosmetics shop
Korea Partners shop
…

B2B E-commerce
Channel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바이어 발굴
브랜드&제품 홍보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B2B 지역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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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행
라다자&쇼피 입점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운영 전략 및 샵 인테리어，
CS，
샵 기초 작업

컨설팅
시장조사,
경쟁 브랜드 조사,
제품 가격 조사,
트래픽 조사,
구매 전환율 조사,
진입 전략 수립,
마케팅 예산 편성,
인허가 신청,
물류 방식 조사 및 실행,
바이어 발굴(데이터 제공)

ERP

마케팅

OMS(주문관리 시스템)，
WMS(재고관리시스템),
CRM(고객관리 시스템),
빅 데이터

인플루언서 마케팅,
페이스북/틱톡 광고,
판매 시딩,
인플루언서 샵 입점 및 홍보,
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 운영

3PL(배송대행)
제품보관,
재고관리,
포장 및 배송 대행,
B2B2C 업무 대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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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_Performance marketing
On-site ADS
Shopee keyword ADS/Shopee discovery ADS Lazada search ADS/Lazada display ADS/Lazada Affiliate/Douyin Feed ADS/Taobao zhitongche ADS …

Off-site ADS
Facebook ADS/Tiktok ADS/SouthAsia Influencer ADS/China Influencer ADS …

Seeding
Lazada Korea Mall 입점 Shinning Star Shop입점/Reseller Shop 입점/Sunny's Market 입점/Influencer Shop 입점 …

공동구매
중국 공동구매/대만 공동구매/동남아 공동구매 …

Live Streaming
중국 왕홍 라이브/대만 왕홍 라이브/동남아 왕홍 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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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피 포트폴리오

THE PART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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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S_E-commerce Channel_China

판매채널

라이브/숏 클립
중국 이커머스
운영

판매 전환

운영 및 기획

컨텐츠 마케팅

브랜딩 컨텐츠

브랜딩

SNS 마케팅

중국시장 진출은 여러 채널을 통해 브랜딩과 매출 동반 상승하는 시스템을 탑재하여
더 효율적인 진입 로드맵을 기획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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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S
_
E-commerce
Channel_
Lazada
Korea Mall
라자다 최대 편집샵으로서 6개국 동시 입점 및
마케팅 가능하며
단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및 매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트래픽과 높은 전환율을 통해 벤더/총판
발굴이 용이합니다.

20,000개 이상

PORTFOLIOS_
E-commerce Channel_
Aliba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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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의 비즈니스 기회

US $20억 이상
월별 주문 가치

200여 개 국가와 지역의
바이어/셀러

전세계 No.1 B2B 채널에서 바이어 발굴작업이 가능합니다.

01

02

03

04

3억 명 이상의 가입자

200여 개 국가/지역

40여 개 산업

5,900개 이상의 제품 카테고리

2,600만

190,000개 이상의

바이어

명 이상의

Gold Suppliers

매일
문의

400,000개 이상의

2억 개 이상의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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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S_Performance Marketing_라이브 방송

중 국

&

동 남 아

6 개 국

+

대 만

라 이 브

방 송

진 행

해 드 립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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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