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TMALL 글로벌
스토어 입점 소개

INCROSS – China Biz.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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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LL 글로벌 - 이커머스 수요 증가

COVID-19 이후 방한 중국인 오프라인 소비 감소

이커머스를 통한 온라인 접점 확보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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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LL 글로벌 - 중국 이커머스 진입장벽

중국 진출에 필요한 절차에 대한 어려움
(위생 허가, 중국 법인 사업자 등)

Certification
고객 관리 전담 인원 구성의 어려움

(고객 문의 실시간 대응)

C/S

Partnership

신뢰할 수 있는 중국 로컬 파트너 협력의 어려움
(시간, 비용, 언어 및 본격적인 현지 직영 전환 이슈) 

실질적인 매출 발생의 어려움
(Performance Marketing Tool의 부족)

Performance

중국 로컬 맞춤 브랜딩에 대한 어려움
(장기적인 중국 현지화 마케팅 방향 설정)

Branding

해외 브랜드사에 까다롭고 복잡한 중국 이커머스 진출 과정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제대로 된 커머스 기능을 갖춘 플랫폼 선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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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LL 글로벌 - 접근 용이한 이커머스 플랫폼

TMALL 글로벌은 장기적인 중국 현지 시장 진출의 컨트롤타워

복잡한 절차 없이 해외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인 커머스 플랫폼

C/S

실시간 고객 메신저
알리왕왕(阿里旺旺) 시스템 지원

Performance

할인,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판매 마케팅 TOOL 보유

Branding

리뷰단(淘宝逛逛), 판매 왕홍 등
다양한 브랜딩 마케팅 TOOL 보유

Certification

복잡한 서류 및 인증 절차 생략

Partnership

라이선스 계약 없이
자사 보유 몰 오픈 가능



* 출처 : 넷이즈닷컴 리서치

21년 기준 해외 직구 이용자 약 1.6억 명

TMALL 글로벌 해외 직구 시장 점유율 37%

2021년 해외 직구 시장 규모

103.9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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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C3EC(중국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연구원)

2021년 해외 직구 시장 점유율

37%

* 환율 기준 : 1RMB = 187KRW

TMALL 글로벌 - No.1 해외직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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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LL 글로벌 - WHY TMALL 글로벌

TMALL 글로벌 운영은 브랜딩/판매 측면 장기적으로 유리

몰 소유

판매 주체

고객 관리 주체

비즈니스 모델

입점 형태

입점 요건

물류

TOF브랜드 브랜드

브랜드 TOF브랜드

브랜드 TOF브랜드

B2C(점포 운영) B2B2C(단품 운영)B2C(점포 운영)

TMALL
TMG

(TMALL GLOBAL Flagship store)

TOF
(TMALL OVERSEAS FULFILLMENT)

중국 상표권 / 중국 사업자

중국 위생 허가(업종별 상이)
한국 상표권 / 한국 사업자

중국  중국 소비자 중국  중국 소비자 한국  중국 소비자

배송 기간 약 2.5 일 약 2.5 일 약 7~14 일

한국 상표권 / 한국 사업자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유리
But, 까다로운 입점

D2C(Direct to Customer) 마케팅 및 판매
간편한 입점 절차

위탁 판매 및 위탁 마케팅
간편한 입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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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LL 글로벌 - WHY TMALL 글로벌

브랜드가 직접 관여하여 중국 현지 시장 가격 형성

빠른 배송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의 해외 브랜드 제품 주요 구매처

정샘물(郑瑄茉) 종근당(钟根堂)

TOF 플래그십 스토어

월 판매량 3개 월 판매량
7,000+개

월 판매량
100+개
(한국 발송)

월 판매량
1000+개
(중국 발송)

플래그십 스토어

TOF



TMALL 글로벌은 중국 내 OFFICIAL 판매 채널 역할 수행

본격적인 중국 소비자 공략을 위한 교두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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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LL 글로벌 - WHY TMALL 글로벌

대량 트래픽 보유 플랫폼 내 브랜드 소개 페이지 구축

전 품목 판매 등록 및 C/S 지원, 브랜드 인지도, 신뢰도 제고

Branding

중국 현지 보세 창고 상품 보관 및 재고 관리

알리바바 그룹의 차이냐오(Cainiao)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

(약 2.5일 소요)

Shipping

플랫폼 내/외 다양한 판매/브랜딩 마케팅 툴 지원

플랫폼 자체 판촉 이벤트로 소비자 유입 및 구매 유도

Marketing

한국 상표 등록, 한국 법인 사업자 및 해외 계좌 등

간소화된 입점 서류 및 심사

Simple

중국 대형 판촉 이벤트 리드 플랫폼, 대량 트래픽 확보

판매를 통한 고객 데이터 확보, 장기적 중국 현지 브랜딩에 유리

Traffic

브랜드의 직접적인 관여 및 컨트롤

체계적 브랜드 보호 및 제품 시장 가격 형성

해외 브랜드가 현지 소비자를 직접 대응할 수 있는 D2C 모델

Direct to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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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십 스토어

브랜드사(상표권자)가

제공한 독점 판매 라이선스로 입점 지원

브랜드 공식 대리점

브랜드사(상표권자)가

제공한 판매 대행 라이선스로 입점 지원

브랜드 직영점 (예. 애플스토어) 브랜드 공식 대리점 (예. 프리스비)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판매 라이선스에 따라

플래그십 스토어 / 브랜드 공식 대리점 2가지 종류로 오픈 가능

오픈 프로세스 - 스토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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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사업자 등록증1

외환 거래 가능 은행 계좌 사본2

상표 등록증3

브랜드 공식 대리점 판매대행 라이선스

플래그십 스토어 독점판매 라이선스

4

오픈 프로세스 - 간편한 서류 절차

총 4종 간편 서류 제출

기본서류 외 오픈스토어 종류에 따라 라이선스 서류 제출

* 실제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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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및 심사

회사 및 브랜드 평가 검수

계정 생성

계정 활성화, 관련 비용 지불

화물 운송

한국에서 중국 보세창고로 상품 운송

스토어 개설

제품 업데이트 및 스토어 제작
스토어 오픈

정식 운영 시작
약 5일

약 7일약 20일

약 5일

스토어 오픈까지 약 30일 소요

서류 준비 및 심사, 계정 개설 등 약 30일~최대 45일 소요(영업일 기준)

오픈 프로세스 - 원스톱 스토어 오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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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에 따라 상세 보증금 및 연회비 별도 문의

R 상표

보증금 950만원

연회비 570~1,140만원

최소 비용 1,520 만원

TM 상표

보증금 1,900만원

연회비 570~1,140만원

최소 비용 2,470 만원

1,520만원부터 개설 가능

오픈 프로세스 - 합리적 개설 비용

제품 카테고리 및 상표 종류에 따라 상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되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

국내 특허청에 출원은 하였으나
아직 등록 대기중인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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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LL 수수료
주문 건당 2~5% TMALL에 지불

크로스보더 세금
주문 출고 시, 9.1%~ 세금 신고

결제 수수료
거래 금액 1% 알리페이에 지불

택배비
택배 기본 비용 2,250원

TMALL 수수료

2.5%

750원

세금

9.1%

2,730원

결제 수수료

1%

300원

택배비

2,250원 6,030원

발생 비용

30,000원

주문 금액

오픈 프로세스 - 합리적인 수수료

제품 카테고리 및 주문 금액에 따른 세금 및 수수료 책정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 책정

* 카테고리에 따라 크로스보더 세금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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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사

국내 화물 운송

국내항 도착 수출 신고

주문 확인

출관 신고고객 제품 수령

보세 구역

중국항 도착 입관 신고

보세창고상품 포장

해운 운송

보세 구역

보세창고 이동

배송 요청중국 국내
택배 발송

중국 내 TMALL 물류/배송 시스템 활용

주문 발생 시, 보세창고에서 포장 및 배송 서비스 진행

오픈 프로세스 - 신뢰할 수 있는 물류/배송 프로세스

* 모든 물류과정 TMALL 시스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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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 스토어/콘텐츠 기획

• 프로모션 기획

• 對TMALL 커뮤니케이션

Creative

• 제품 콘텐츠 제작

• 프로모션 페이지 제작

Customer Service

• 스토어 구매 고객 응대

• 고객 대응 프로세스 구축

Operation

• 제품 세일즈 관리

• 마케팅 집행

• 판매 분석 및 모니터링

01 02

0403

스토어 기획부터 콘텐츠, 물류, CS까지 전면 운영 서비스 제공

이커머스 원스톱 운영 서비스 제공

인크로스 운영 프로세스 - 원스톱 서비스



12절
12.12

광군절
11.11

국경절
10.1

신학기
9월

99 세일절
9.9

19

상반기
판촉

하반기
판촉

노동절
5.1

여신절
3.8

춘절
한국 설날

618 세일
6.18

시즌 이슈 및 주요 판촉 절기에 맞춘 기획으로 브랜딩 및 제품 판촉 지원

중국 소비자 성향에 맞춘 중국향 스토어 및 마케팅 기획

PLANNING - 중국과 중국소비자를 이해한 마케팅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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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례. 객관적 제품 정보 강조 명절 및 시즌 이슈 콘텐츠 활용한국사례. 감성적 문구의 제품 설명

제품의 성능, 효과 등 직관적 제품 특장점 강조  국내 콘텐츠 USP와 상이

중국 소비자 성향에 맞는 중국향 콘텐츠 제작

CREATIVE - 중국향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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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상품 관리

물류/배송

세금 관리

이벤트 운영

플랫폼 관리

광고집행

마케팅 운영

CRM 관리

AS 관리

브랜드사 소비자

브랜드사의 마케팅 방향 및 니즈를 고려한 맞춤 서비스 제공

기획 및 일상 운영부터 판촉 등 전반적 세일즈 지원

OPERATION - 맞춤형 운영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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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시간 데이터 운영

• 판매 정보 및 거래금액, 구매자 등의 분석을 통한

마케팅 ROI 강화

02. 경쟁사 데이터 모니터링

• 경쟁사의 판매 현황 및 광고 분석을 통한 마케팅

(*시스템 내 유료 서비스)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사 경쟁력 및 판촉 강화

자사 판매 데이터 및 경쟁사 모니터링을 통한 판촉 반영

OPERATION - 분석을 통한 마케팅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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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인지도 높은 인플루언서 활용  다양한 인플루언서 확보(인크로스)

인플루언서 활용, 판매 라이브 방송 및 상품 리뷰를 통한 판매 촉진

OPERATION - 다양한 마케팅 Tool 활용 지원

방송 내 바로 구입

티몰 커머스 라이브

리뷰 내 제품 구매 링크 삽입

상품 리뷰

티몰 연계

타 플랫폼 커머스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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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DMP 데이터를 통한 재구매 유도

02 검색 이력 데이터를 통한 구매 유도

03 리뷰/ 체험단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구매 유도

주요 매체

알리바바 그룹 광고 플랫폼

플랫폼 별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 구매 고객 및 재구매자 리타겟팅

구매 데이터 활용, 주요 매체 내 효율적 광고 집행

OPERATION - 구매전환율 제고를 위한 광고 지원

https://shouji.baidu.com/software/28097166.html
https://shouji.baidu.com/game/28079861.html
https://shouji.baidu.com/software/28080443.html


매뉴얼화 된 실시간 대응  소비자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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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연중무휴 09:00~21:00 실시간 대응

실시간 대응 이외 챗봇 응답 설정자동 응답

관련 기본 상품 정보 / 배송 등의 응답기본 응답

매뉴얼 외 문의 시, 브랜드사 문의 후 대응기타 대응

빠른 소비자 응대를 위한 CS 프로세스 구축

CS - 체계화된 CS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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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크로스 운영 소개

02 MALL 오픈 프로세스

01 TMALL 글로벌 소개

04 인크로스 운영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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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플랜으로 상황에 맞는 운영 서비스 지원

브랜드사 상황에 맞는 맞춤형 모델 운영 제안

인크로스 운영 모델

쉐어 플랜01. 매출 수익 쉐어를 통해 운영비 부담이 적은 합리적 플랜

프라임 플랜02. 연간 고정 운영비용 외 100% 매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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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로스 운영 모델

브랜드사와 인크로스의 수익 쉐어를 통한 운영상품으로

비교적 운영비 부담이 적은 합리적인 플랜

02 매출에 따른 수익 배분 % + 고정 운영비
(오픈 시 협의 要)

제품 판매 수익 쉐어

01 수익 쉐어형 모델로 매출KPI를 위한
브랜드사와 인크로스의 협업 극대화

합리적 투자로 수익율 제고

쉐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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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로스 운영 모델

입점관리부터 판매, 마케팅 등 연간 운영 서비스 제공

연간 고정 운영비용 외 100% 매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플랜

02 수익 쉐어 없이 연간 고정 운영/마케팅 비용 외
브랜드사 100% 수익 확보

판매 수익 극대화 플랜

01 개설부터, 운영, CS, 마케팅 등 A-Z 운영
서비스 제공

원스톱 운영 서비스 제공

프라임 플랜



중국 이커머스 진출,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china@incross.com

02-3475-6922

입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