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글로벌 E-commerce 어렵지 않아요!

글로벌 배송풀필먼트Shopify APP

Shopify Platform Global Web Store 구축을통한

해외진출 TOTAL 컨설팅
서비스 제안





ShopiGATE Business Service Area

• Shopify Korea Expert Partner & 스토어 구축부터 해외배송 까지 One-Stop Service

• 상품성 분석

• 타겟 시장 조사

• 단계별 전략

• 서비스 범위

글로벌 Selling
상품 소싱

• 타겟 국가/언어별
스토어 구축

• 테마 Concept

• 프로모션 계획

웹 스토어
구축/운영

• 타겟 세분화

• 마케팅 Method

• 지역별 Agent

• 투자계획수립

• ROAS 목표

디지털
마케팅

• 풀필먼트 범위

• 비용 협의

• 주문 처리

• 재고 관리

• 통계 분석

국내외
풀필먼트

• 국가별 특송

• 상품별 특송

• 배송정책 확정

• 반품정책 확정

• CS 서비스

글로벌 특송
& CS

• Global Cross Border 총괄대행 운영 및 글로벌 다수의 웹스토어 구축/운영 경험

글로벌 상품 개발 글로벌 Customer



Global Ecommerce Platform Shopif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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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ify Ecommerce Platform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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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ify Ecommerce Platform Introduction

1

2위

3

$ 1220억
1위

3위

약140조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020 2020.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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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ify Ecommerce Platform Introduction

• 상품 카테고리 수수료 (매출액의 8 ~ 15% / FBA 보관료, 광고비 별도)

• 수백만개의 제품을 판매하므로 경쟁적인 낮은 가격 유지필요

• 판매자가 때론 아마존과 직접 경쟁해야 함

• 판매자의 고유 브랜드 이미지 어필 어려움

• 고객정보를 받을 수 없어 리마케팅 불가능

• 아마존 FBA를 이용하면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가 제한적임

• 판매수수료 없음
• 자신만의 브랜드로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 스트레스 없음

• 다양한 APP이 Sales channel 로 연동되어 있음

• 고유의 독특한 브랜드 어필로 Niche Market Marketing 유리

• 고객정보를 단독 관리할 수 있어 자신만의 리마케팅 가능

• 특화된 Dropshipping 서비스로 전 세계에 신규시장 개척

이동 Trend이동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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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ify Ecommerce Platform Introduction

• 한국인 요구사항에 적합한 All in One Platform

• 해외 각국의 물류서비스를 직접 Contact 해야함

• 글로벌 언어 지원에 한계 및 전세계 현지화 별도 필요함

• 템플릿마다 업로드 환경 및 서버 호스트가 달라서 유지보수가 어려움

• 해외 SNS 채널 마케팅 한정적임

• 글로벌 PG 서비스 수수료 과다 및 다양성 부족(현지화)

• 글로벌(CROSS BORDER) 셀러에 적합한 Platform
• 전세계 주요 언어 지원 및 170여개국 Global Seller의 현지화 가능

• 필수채널인 아마존, 드랍쉬핑, 인스타, 구글쇼핑, 페이스북 등 연동 가능

• 모바일 반응형 구축이 간결하며, 현지화 테마 템플릿 다양

• 글로벌 표준 PG 수수료 0.4~2.9% 경쟁력(Shopifypay, Alipay, Paypal 등)

• 각 국가별 현지 물류서비스 자동화를 위한 APP 서비스(한국: Kshipping)

이동
Trend
이동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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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ify Global Cross Border References



Shopify Platform Based
Global Cross Border Sellers

Consulting / Marketing 
Services



초기 컨셉 미팅부터 다양한 판매 채널까지

빠르고 정확한 크로스보더 웹스토어 구축 진행

1

Concept Meeting
제품이나 브랜드 컨셉 공유 및

사전 미팅진행

2 3 4

Decide Shopify Plans
쇼피파이 제공 서비스 선택 및

월정료 셋업

Store Template Set Up
스토어 테마 설치

Products Upload
드롭쉬핑 또는

제품 컨텐츠 업로드

6 7 8

Sales Channel
아마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Google SEO Set Up
검색엔진 최적화

구글 SEO 이용 셋업

LAUNCH
웹사이트 론칭

5

Last Minute Check
웹페이지 오픈 전

최종 점검



타겟 국가, 인종, 연령에 따라 효율적인

포지셔닝 파악 및전략적인 컨셉 개시

Target positioning

컨셉에 맞는 전문적인 리서치와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형성

Contents Marketing

SEO, SOCIAL, EMAIL, VIDEO, 
PAY PER CLICK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쇼피게이트만의 특별한 마케팅

Digital Marketing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ShopiGATE만의 특별한 해외마케팅을 제공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쇼피파이 코리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SNS 채널 홍보 App 이용

Shopify Korea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판매자 분들의 제품이 성공적으로 고객에게 어필 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모든 기획을 ONE STOP으로 해결 해 드립니다.



CAPSION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중계 플랫폼 (인스타그램 위주)

•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 리뷰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기에 적합함

• 전 세계 인플루언서 40만명 보유

전 세계 인플루언서

40만명 보유

카테고리, 국가 및 잠재 고객 인구통계 등을 기반으로

제품을 선택 후 등록

1. 캠페인 등록

캠페인을 통해 참여한 인플루언서를 검토하고

제품 홍보를 위해 협력할 인플루언서를 직접 선택

2. 인플루언서 선택

인플루언서가 등록된 캠페인 내용에 따라

진정성 있는 상품 컨텐츠 제작

3. 고품질 컨텐츠 확인

대시보드에서 인플루언서 모집, 포스팅 현황 등

마케팅 진행 결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4. 결과 보고서 확인



MUSETOWN
유투버 인플루언서 중계 플랫폼 (미국 유투버 위주) 마케팅 전략

• A/B 테스트를 통한 유투버 카테고리 선정

• A/B 테스트 후 제일 효과가 있는 카테고리의 유투버들에게

광고예산을 집중하여 매출을 극대화 시킴

유투버 인플루언서 중계 플랫폼

매출 극대화

카테고리, 국가 및 잠재 고객 인구통계 등을 기반으로

제품을 선택 후 등록

1. 캠페인 등록

접수된 크리에이터와 귀사의 캠페인과의 적합성, 

당사의 알고리즘을 통한 예상 조회수 및 제시 비용 검토

2. 검토하기

당사의 분석을 통해 귀사의 캠페인에 적합한 크리에이터를

추천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검토 후 최종 선정

3. 선정하기

실행한 캠페인 전체를 뮤즈타운에서 쉽게 관리

4. 관리하기

제작된 비디오의 성과 및 CPM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책정된 비용 결제

5. 결과확인



SELPER란?
내 사이트의 방문자 진단 - 상품분석- 마케팅 예산 집행의 모든 것을 자동으로

관리 해 줌으로써 사람이 하는 모든 마케팅을 자동화 시켜주는 플랫폼

SELPER 자동화 마케팅 플랫폼

진단
내 사이트 어떤 고객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가?

(초기 유입이 힘든 광고주는 신규 유입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쇼핑을 통해서

유입시킴)

상품관리
신규 유입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이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봤는지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유사 및 정밀 타케팅으로 해당 상품을 다시 광고 함

예산관리
가장 최적화된 예산으로 가장 정밀하게 광고 됨 (자동 AI 솔루션 탑재)

광고분석
광고를 하면 할수록 최적화 되어서 효율이 높은 곳에 집중 되며 효율이 낮은 광고는

집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자동으로 진행



Shopify Platform Global Sellers를 위한

글로벌 특송 & 국내외 풀필먼트
서비스 안내



Cross Border Sellers

고민

통합된해외배송 ?

국제특송 Alliance 협상도혼자서 !

“코로나”등 글로벌 & 배송 Issues는 !

Global Cross Border Seller의
해외풀필먼트 고민은?

다양한 EC Platform과100% 연동되는

글로벌특송서비스

Volume DC Rate 확보

Global Alliance 지속적인확대

글로벌 38개지사및 50여개국 네트워크

활용, LG판토스와 해외풀필먼트
(미국/유럽 등 통한 반품 일괄처리 서비스)

Kshipping Global Logistics

경쟁력



Shopify 플랫폼을 활용한 Global Seller 분들께 해외 특송, 주요국 선입고 풀필먼트(FB ACI), 현지 반품 Console 일괄처리 등을 서비스하여,

셀러분들은 오직 마케팅과 판매에만 집중하도록 최적가 해외 특송과 쇼피파이 외 연계된 APP Service 제공

• 글로벌 특송사 할인

• 북미/동남아/유럼/중동 등

특화된 특송 최저가

글로벌
특송

서비스

• 글로벌 12개 DC 서비스

• 북미/유럽/동남아 DC 및 50여 개국

네트워크 활용

• 선입고 출고/반품 수집 일괄처리

서비스 가능

국내외
풀필먼트

미국내
택배 서비스

미국 LA 센터

• WMS 재고 관리

• 배송 / 반품 관리

• CS 처리

미국내
반품 일괄처리

+
• OMS 정보

• WMS 재고 정보/보충

• Tracking
• CS처리 결과 정보

E-commerce Platform 
Maketplaces



글로벌 역직구 셀러를 위한

Ecommerce Fulfillment Service
글로벌 크로스보더 쇼피파이 웹스토어에서 고객이 주문한 정보를 Kshipping을 통해

다양한 풀필먼트 창고와 연계 입고, 파킹, 포장, 출고까지 One-Stop 서비스

• WMS 인벤토리 관리

• 배송/반품 관리

• TMS 추적 결과

• 재고 정보

• CS 정보

Fulfillment CenterE-commerce Platform 
Maketplaces ShopiGATE

• OMS 정보

• WMS 인벤토리 정보

• TMS 추적

• 재고 보충

• 관리자 정보

• CBT 브랜드 관리자

• CS

Global Logistics Services

택배
서비스

허브 1 (LA)

허브2 (China)

반품

반품

택배
서비스

택배
서비스

반품

허브 3 (Europe)

김포공항 Fulfillment  Center



글로벌 쇼피파이 직원들이 추천한

글로벌 4개 우수 APP 선정 https://apps.shopify.com



Global해외배송 서비스인 Kshipping은

픽업부터 라스트 마일까지 자동처리 및 트랙킹 제공

1. Kshipping 설치후첫화면

6. 배송추적

2. Kshipping 자동Order 수집

5. 자동배송처리및바코드부착

3. 출고지/관세정보/중량, 부피, 무게 확인

배송서비스 선택

4. 할인된배송료결제



About Company

회사소개

㈜솔루게이트



Shopify Ecommerce Platform 
+ AI Solution
Solugate는 인공 지능, 음성 인식, 챗봇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능형 컨택센터 구축 및 Global E-commerce Platform과 같이

성장하는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Solugate는글로벌 전자 상거래

플랫폼 Shopify 파트너 비즈니스를

위해 ShopiGATE라는브랜드를런칭

Logistics C.S

지능형 음성 인식 솔루션

(ASP)

전화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STT, TA, QA 시험 등)

관리 서비스 통합 프로젝트

지능형 음성 인식 솔루션

및 TA 구축
지능형 음성 인식 솔루션

지능형 음성 인식 솔루션

(실시간 STT)

통합 전화 번호 검색 시스템

(STT, Chatbot)



• Kshipping App 2,000건 Seller 공급

• Global Cross Border Web Store 100건 구축

• Dropshipping 사업시작

• 중소 Fulfillment 제휴사 3개 처확대(QExpress/ACI 유럽외)

• Kshipping B2B 서비스런칭

2021년

• Abillkorea Russia / RUDEA 외 2개 처

• Shopify Global Web Strore 구축 서비스 오픈

• LG PANTOS 48개국 353 DC Networking
• Fedex Account 계약

• SF Express Account 계약

2020년 3분기

• 대성그룹 글로벌 스토어 외 20여개

• Shopify Oberlo Korea 협상 완료

Dropshipping App 런칭(예정)

• Kshipping Staff's Pick App 선정

• ACI Express 중동/동남아 Aliance 제휴

• Kshipping App 200여 Global Seller 설치

2020년 4분기

Global E-commerce Shopify Platform 
Business 추진성과

• 우정사업본부 제휴(글로벌 특송)

• LOTTE Global Logistics 제휴(글로벌 특송)

• LG PANTOS 제휴(글로벌 특송)

• Kshipping 런칭

• Solugate Shopify Expert Partner 선정(국내 1호)

2020년 1~2분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1로 145,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1104호

+82-70-4405-7826

shopigate@solugate.com

www.shopigate.co.kr

Contact UsShopiGATE는 중소·중견기업(Small & Medium 
Business : SMB) 고객사 역직구 물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제 글로벌 전자 상거래 판매자님은

구축, 운영, 마케팅, 해외배송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