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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성공사례  Spigen Korea 

“글로벌셀링을 시작한 2009 년 이후 5 년간 평균 107.3%의 매출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 아이폰 등 스마트폰 케이스 및 주변기기 제조사로 잘 알려진 슈피겐 코리아는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잠재 글로벌 셀러들이 

아마존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슈피겐 코리아의 서진호 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이용한다면 대규모 투자나 채용, 큰 위험부담 없이 

빠르고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슈피겐 코리아는 설립 초기부터 해외 마켓플레이스 공략을 목표로 제품개발을 준비하였는데, 마켓플레이스 

규모와 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마켓플레이스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 진입하는 신생기업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온라인 직접판매 전략에 집중했고, 자연스레 Amazon.com 진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플레이스이고, 따라서 아마존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마켓플레이스에서나 통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마트폰 케이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현지화된, 상세한 상품 설명 제공 

높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접근과 더불어, 슈피겐 코리아는 Amazon.com 구매자에게 

자사의 상품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슈피겐 코리아는 미국 실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주목하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사의 상품명, 제품설명 및 검색어를 선택한 것은 물론이고, 퀄리티 높은 

상품사진을 제공해 누구나 빠르고 쉽게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상세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시각적 컨텐츠를 활용해야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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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ed Products 기반의 마케팅 

스마트폰 케이스 상품의 특성 상,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상품 판매를 개시하고 광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슈피겐 코리아는 아마존의 Sponsored Products 

캠페인을 적극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타 온라인 채널을 통한 광고가 일반적으로 실제 구매의사가 

없는 유저에게까지 노출되는 것과 달리, 아마존의 Sponsored Products 캠페인은 구매의사가 있는 실 수요자로 

한정해 상품을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리 지정한 검색 키워드가 입력된 경우에만 광고가 

노출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광고노출 이후 바로 구매로 연결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면밀한 광고효과 분석이 가능하며,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높은 마케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향후 계획 

본격적으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을 시작한 2009 년 이후로, 슈피겐 코리아는 2014 년까지 매년 평균 107.3%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케이스 이외의 다양한 상품을 

유통/판매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