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온라인수출지원사업

해외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사업소개



B2C 판매대행사업소개

사업소개및지원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제품을 판매전문기업(수행사)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대행하며 판매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셀러스는 4년 연속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수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소개

지원사항

사후관리

• 판매 실적 관리 및 고비즈코리아 제품

등록 등, B2B 연계 지원

•이셀러스사후지원특혜제공

쇼핑몰등록

• 수행사 판매 계정을 통해 제품 등록

배송, CS, 마케팅

• 위탁 배송 및 소비자 문의 응대 지원

• 매출 확장을 위한 각종 마케팅 지원

제품페이지제작

• 쇼핑몰 및 현지 시장에 적합한

제품 페이지 디자인 및 번역 지원



B2C 판매대행사업소개

사업신청안내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 모집기간 : ~ 선착순 마감

◆ 모집규모 : 총 2,500개사 내외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5개 제품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한글 사이트(http://kr.gobizkorea.com)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계약일 ~ 2020년 4월

◆ 유의사항 : 

1) 해외 소비자(일반인) 대상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

2) 판매할 제품의 재고 및 판권 보유

3) 해외 배송 및 통관이 가능한 제품

http://kr.gobizkorea.com/


사업신청및프로세스

고비즈코리아회원가입

회원가입순서

고비즈코리아에 가입된 기업회원만 본 사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비즈코리아 접속

http://kr.gobizk
orea.com

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약관 동의 후,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업체 정보 등록 회원 가입 완료

http://kr.gobizkorea.com/


사업신청및프로세스

참여기업신청

사업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 회원 가입 후, 사업 신청을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 및 로그
인 후 사업 신청 페

이지 접속

https://kr.gobizkore
a.com/support/bsn
s/supportBsnsInfo.d

o?svc=b2c

사전동의 기본정보 입력 제품정보 입력 신청 완료

* 수행사 선택 시 1순위 이셀러스를 선택 합니다.

https://kr.gobizkorea.com/support/bsns/supportBsnsInfo.do?svc=b2c


사업신청및프로세스

참여기업신청

신청후필수사항

사업 신청을 완료한 후, 이셀러스 담당자에게 필히 연락을 주십시오.

* 귀사와 이셀러스의 매칭과 더불어 업체 평가 시, ‘적합’으로 판정해 드립니다.

이셀러스 한동근 실장

TEL. 070-4331-5361
E-MAIL. mp90han@esellers.co.kr

이셀러스 황병준 팀장

TEL. 070-4331- 5317
E-MAIL. bjhwang@esellers.co.kr



사업진행안내

Work Flow

계약 상품 정보 제공

상품 번역 및

이미지 편집

/키워드 추출

상품 등록

(리스팅)
SNS 마케팅

판매전

주문 내역 공유
이셀러스 국내

물류 창고 입고
해외(구매자) 배송

판매후

이셀러스 담당 참여 기업 담당



사업진행안내

판매대금정산

판매대금정산

매월 1~5일

전월 업체별 판매량

취합 및 정산금액 산정

매월 5~8일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매월 15일

각 업체별 정산

금액 입금 처리

입금완료확인

제공된 공급가를 기준으로 월 판매량을 취합해 정산해 드립니다. 이셀러스는 약속된 정산일을 준수합니다.



이셀러스특장점

이셀러스는 2012년 eBay Korea CBT의 공식 운영 대행사 선정을 시작으로, 아마존과 더불어 이베이, 라쿠텐, 

11st 말레이시아, Qoo10, LAZADA 등 주요 마켓에서 판매 활동 중입니다.



연혁

이셀러스는 다년간의 해외 판매 대행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4
- ㈜이셀러스 법인 설립

- 마켓 통합관리 솔루션 주머
니 서비스 시작

2010
네이버 지식쇼핑 입점&  광
고 대행 자격 취득

2012
eBay KOREA CBT 대행사
선정 및 판매 대행 업무 진
행

2013
해외 쇼핑몰 솔루션
Magento(마젠토) 국내 최
초 파트너 계약 체결

2014
에뛰드하우스 글로벌
쇼핑몰 구축 및 전체 운
영 대행

2015
SM C&C 글로벌 쇼핑몰
구축

2016
- 중진공 B2C 판매대행 수

행사 선정

- 중진공 아마존 파워셀러
육성 교육 수행

- SSG(신세계, 이마트)    글
로벌 쇼핑몰 구축

2017
- 중진공 B2C 판매대행 수행사 선정

- GMD 독립몰 구축 분야 수행사 선정

- 수출바우처 수행사 선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
라인 수출지원 전문기관 선정

- 중진공 B2B 플랫폼 활용사업 수
행사 선정

- 알리바바 한국 공시파트너사 선정

2018
- GMD 독립몰 구축 분야

수행사 선정

- 전문 무역상사 지정



이셀러스특장점

이셀러스는 해외판매 대행과 더불어 국내 판매자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1

02

03

04

해외판매대행컨설팅

정부지원사업

글로벌쇼핑몰구축프로젝트

온라인통합관리솔루션및온라인
광고대행

마젠토와 워드프레스 솔루션을 활용한 글로벌 쇼핑몰 구축

중기청, 중진공, 소상공인 주관 해외 수출 지원 사업 수행

eBay Korea CPC, Naver, Daum 광고 대행사
온라인 마켓 통합관리 솔루션 서비스 배포

Amazon, eBay, Qoo10, 11st MY, Lazada 등
해외 오픈 마켓 판매 대행
해외 진출 컨설팅 및 교육



감사합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문의

1644-4527

해외판매대행 사업 문의

한동근 실장 : 070-4331-5361

황병준 팀장 : 070-4331-5317

통합 관리 솔루션 문의

1544-8318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 3차 605~606호

145, Gasan digital 1-ro, Geumcheon-gu, Seoul, Korea

www.eseller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