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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현재한국 셀러를 위해 17개의 마켓플레이스를오픈했으며, 본장에서는아마존글로벌셀링,

대상 마켓 플레이스 선택 방법, 소매와 전자상거래 발전 상황, 소비 습관 등을 포함해 한국 셀러에게
오픈된 마켓 플레이스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셀러는 자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사업을시작할마켓플레이스를판단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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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육과정에는총 9개의장이있습니다. 다른장을학습하려면관련내용보기페이지의교육가이드를
참고하고, 학습하려는교육과정을찾으십시오.

4. 아마존유럽마켓플레이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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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마존유럽
마켓플레이스소개

3

4.1 영국마켓플레이스소개

4.2 프랑스마켓플레이스소개

4.3 독일마켓플레이스소개

4.4 이탈리아마켓플레이스소개

4.5 스페인마켓플레이스소개

4.6 네덜란드마켓플레이스소개
4.7 스웨덴 마켓플레이스 소개

4.8 폴란드 마켓플레이스 소개

유럽은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한 지역 중 하나이며 아마존은 현재 유럽에 6개 마켓플레이스와
28개의주문처리센터를보유하고있습니다. 유럽마켓플레이스계정을등록하면하나의계정으로
6개유럽국가에서동시에판매를시작할수있기때문에매우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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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소매업및전자상거래발전상황

영국은무역대국이자세계금융의중심이며, 서유럽 5조달러규모경제체의핵심입니다.

영국은 고도로 발달한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영국의 B2C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2,000억 유로를 넘었으며, 이것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것으로최근몇년간가장높은증가폭을기록했습니다.1

2019년 영국 전체 소매 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이며, 이것은 다른 EU 국가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2. 현재 영국의 전자상거래 침투율과 전자상거래에서 소셜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에서가장높으며, 전자상거래대국인미국과중국보다도높습니다.

2021년에 영국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처음으로 소매 총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것이며, 2023년에는 전체
소매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27.9%에달할것으로예상됩니다3.

아마존은영국전자상거래업계에서선두에있으며, 2018년영국전자상거래시장점유율 28.8%에서 2019년
30.1%로증가했습니다4.

영국 B2C 전자상거래규모확대및빠른성장(2019년기준)

2019년

B2C

전자상거
래
매출

2,000억유로
전자상거래전년동기대비

성장률14.6%
전체소매시장에서전자상거래

비중22.3%

다른 EU 국가평균의2배

4.1 영국마켓플레이스소개

출처 (외국어만해당)
1. Ecommerce Foundation UK E-Commerce Report 2019, Sohu.com

2/3. eMarketer, May 2019, Sohu.com

4. Edge by Ascential, Edge insights Report, Latovo.com

https://www.sohu.com/a/323326160_120176438
https://www.sohu.com/a/325669193_100273032
https://laduo.com/amazon/1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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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소비자

영국은 세계에서 매우 높은 인터넷 보급률(95%)과 전자상거래 보급률(87%)을 자랑합니다. 영국의 인구는
6,600여만 명으로 미국보다 훨씬 적지만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연간 소비액은 미국과 기타 EU 국가를 크게
앞섭니다. 2015년 영국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연평균 인터넷 쇼핑 구매액은 2,515 유로였으며, 2018년에
3,254 유로로증가하고, 2019년에는 3,620 유로를기록했습니다. 1

영국의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판매율이가장높은품목은의류와스포츠용품이 70% 이상으로 1위, 가구용품,

완구등이 2위, 여행및휴가상품이 3위로나타났습니다.2

2018년영국전자상거래매출액상위품목

의류및스포츠용품 가구용품및완구 여행및휴가상품

공연행사티켓 여행관련(렌트카등) 영화및음악

출처 (외국어만해당)
1. Ecommerce Foundation UK E-Commerce Report 2019, Ennews.com
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 UK Internet Access Report, 100ec.cn

https://www.ennews.com/article-11816-1.html
http://www.100ec.cn/index/detail--64669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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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소비자의특성:

인터넷쇼핑빈도가높음
영국소비자의월평균인터넷쇼핑횟수는 6회이고, 인터넷쇼핑남녀비율은비슷하며, 남성
소비자 27%와 여성 소비자 25%가 매주 1회 이상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5~34세가 인터넷 쇼핑의 주요 소비층으로 월 평균 8회 인터넷 쇼핑을 하며,

지역별로는런던지역소비자가가장활발하게인터넷쇼핑을이용하고월평균 7일을인터넷
쇼핑에 "몰두"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1

소비능력이높음
영국 소비자의 해외 인터넷 쇼핑몰 1인당 평균 소비 금액은 매우 높으며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신뢰가높습니다.

그 밖에도 영국 소비자 중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 능통한 소비자들은 신기하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 의사가 높습니다. 따라서 셀러들은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고려하고, 독점 생산 상품 정보를 가지며,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전자상거래가성숙한국가의타겟고객을유입해야합니다.

인터넷쇼핑경험에대한요구가높음
영국 소비자의 특징은 가성비는 물론 품질에 대한 요구도 높아 제품의 외관에서 품질에
이르기까지매우높은수준을요구하며, 배송등의서비스경험에대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

해외온라인쇼핑을하는응답자중 65%가구매결정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소로배송과
반품 교환 문제를 꼽았습니다. 소비자의 3분의 2가 결제 전에 배송과 반품 교환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볼 수 있다면구매가 훨씬 편리할것이라고 답했습니다. 70%의 소비자는 배송
경험이만족스러웠던셀러의제품을재구매한다고답했습니다. 2

영국의 온라인 쇼핑은 주로 런던과 잉글랜드 동남부에 집중되어 있지만 영국에서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영국 전체 지역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구매 과정에 물류 및 반품 교환
정보를명확히표시하여소비자들에게잊지못할쇼핑경험을제공해야합니다.

홈라이프에대한요구가높음
영국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가정용품이 전자상거래 판매량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인들은집수리및인테리어빈도가높기때문에각종가정용품의구매빈도도높습니다.

출처 (외국어만해당)
1. EmpathyBroker Survey for UK Consumers, Cifnews.com

2. IMRG Survey Report, ZAKER NEWS

https://m.cifnews.com/article/37018
http://www.myzaker.com/article/5887e9c21bc8e00867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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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영국의제품정책

제한된상품 : 여기를클릭해서보기

추가승인이필요한상품: 여기를클릭해서보기

영국요약

1.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 세계 3위, 1인당 평균 소비 금액 미국과 기타 EU

국가를훨씬능가함
2. 새로운것을추구하고가성비를중시하는동시에품질에대한요구도높음
3. 옷차림을중시하고홈라이프에대한요구가높음
4. 인터넷쇼핑경험에대한요구가높으며, 특히배송을중시함

https://sellercentral.amazon.co.uk/gp/help/help.html?itemID=201743940&language=en_GB&ld=SCSOAlogin&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uk/gp/help/help.html?itemID=200301050&language=zh_CN&ref=pt_200301050_relt_201743940&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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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소매업및전자상거래발전상황

프랑스는 유럽 서부에 위치하며 국토 면적 552,000㎢, 2020년 1월 1일 기준 총 인구 6,700만 명1의 경제가
발전한 EU의핵심국가중하나입니다. 프랑스는유럽의주요소비국중하나이며전자상거래업계에서중요한
국가입니다. 2018년프랑스전자상거래소매업은매우양호한실적을거두어매출액이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한 926억유로를기록했으며, 2019년에는처음으로 1,000억유로(약 1,235억달러)를넘었습니다. 모바일
매출도전년동기대비 22% 증가했습니다2.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보급률은 2018년 말 75％로, 영국을 비롯한 다른 EU 선진국(예: 독일)에 비해 인터넷
보급률과 전자상거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3, 프랑스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인터넷보급률(특히농촌지역)이증가함에따라전자상거래도큰성장을거두었습니다.

2016년프랑스인터넷보급률은 1.54%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0.4%, 2018년에는약 1.51% 증가했습니다4.

아마존은 2000년 8월에프랑스에진출하여현재프랑스최대의전자상거래마켓플레이스가되었습니다5.

926억유로

1,000억유로

2018년 2019년

전자상
거래
매출

전자상
거래
매출 +8%+13.4%

프랑스의전자상거래매출추세

4.2 프랑스마켓플레이스소개

출처 (외국어만해당)
1. French Statistics Institute (Insee), European Times

2. French Ecommerce Association (FEVAD) Report 2018, qq.com

3. eCommerce Foundation, Ebrun.com

4. French Ecommerce Association (FEVAD), Sohu.com

5. French Ecommerce Association (FEVAD) Report 2018, Sohu.com

http://www.oushinet.com/europe/france/20200114/339006.html
https://new.qq.com/omn/20190214/20190214A0J78D.html?pc
http://www.ebrun.com/20190528/335569.shtml
https://www.sohu.com/a/241055095_368681
https://www.sohu.com/a/240945172_1001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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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소비자

2018년 프랑스의 1인당 연평균 인터넷 쇼핑 소비 금액은 약 2,126 유로였으며, 2019년에 2,346 유로로
증가했습니다1. 패션, 미식, 예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프랑스인들은 민족적 자존심과 자긍심이 매우
강하며,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고 사치품에 연연하지 않으며, 제품의 디자인, 미적 감각, 트렌드및 용도를 더욱
중시합니다.

1인당연평균인터넷
쇼핑소비금액

2,346 유로

휴가철소비비중

20%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소비는 연간 20% 이상이 휴가 기간에 발생합니다2. 프랑스 소비자의 구매는 계절성이
강하여중요한시즌의영향을많이받으며, 주요구매물품은패션, 전자 & 미디어, 식품 & 개인케어, 홈 & 전기,

완구 및 DIY 용품 등입니다. 갈수록 성숙해지는 영어권 국가에 비해 프랑스의 해외인터넷쇼핑환경은 여전히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한국 셀러의 전통적인 품목인 3C 전자제품, 패션 등에
대한수요가매우높으며건강미용, 자동차부품등의신흥인기제품도활기를띠고있습니다.

출처 (외국어만해당)
1. eCommerce Foundation, Ebrun.com

2. French Ecommerce Association (FEVAD), Zgchdh.cn

http://www.ebrun.com/20190528/335569.shtml
http://www.zgchdh.cn/Pctribe/tribeinfo/1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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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산업은 각국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패션은 프랑스 문화와 국제적 이미지의 뿌리 깊은 상징이자
프랑스의중요한제품카테고리입니다.

프랑스경제가어려웠던시기에도패션산업은꾸준히성장했습니다.

프랑스패션협회의최근보고서에따르면패션업종이항공, 자동차생산등몇몇주요고부가가치업종을앞선
것으로나타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프랑스의연말성수기에판촉효과가가장뚜렷하게나타납니다.

프랑스 전자상거래 협회 FEVAD에 따르면 프랑스의 온라인 쇼핑객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및
크리스마스전에쇼핑에많은지출을하며, 2017년에는 11월과 12월의판촉결과매출액이 17.5%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 효과가가장뚜렷하여 69%의높은증가율을보였습니다1.

2018년 4분기의 소비는 200억 유로(약 221억 달러)를 넘었으며,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액은 17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2.

2018년블랙
프라이데이소비

17억유로

블랙
프라이데

이

출처 (외국어만해당)
1. French Ecommerce Association (FEVAD), Cifnews.com

2. French Ecommerce Association (FEVAD), Cifnews.com

https://www.cifnews.com/article/39424
https://www.cifnews.com/article/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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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요약

1. 프랑스의 전자상거래는 미국, 영국 등 국가에 비해 여전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단계에있음

2. 패션, 완구및게임업종의규모가방대함
3. 소비의계절성이뚜렷함, 4분기(특히블랙프라이데이)가가장중요함

아마존프랑스의제품정책

제한된상품 : 여기를클릭해서보기

추가승인이필요한상품: 여기를클릭해서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fr/home?cor=mmp_EU&mons_sel_dir_mcid=amzn1.merchant.d.ADFV4XTJONXYCVFUVO4J5PIYTT6A&mons_sel_mkid=A13V1IB3VIYZZH&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fr/gp/help/20030105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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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소매업및전자상거래발전상황

독일은 유럽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2018년 상주 인구는 영국보다 약 1,700만 명이 많은 8,300만여 명으로1

EU에서인구가가장많은국가입니다.

독일의 이민자는 총 1,200만 명에 달하며, 이것은 전 세계 2억 4400만 이민자의 약 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이민자가살고있습니다2.

독일은 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세계 3위의 수출국이며 유럽 최대의 경제체입니다. 언어는 독일어이고, 인터넷
커버율은 83%에 달하며, 1인당 평균 GDP는 46,300 달러3입니다. 온라인 소비자 수는 5,200만 명에 달하며4

유럽에서인터넷이용자수가가장많은국가입니다.

독일은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생활 수준이 높아 이미 유럽 지역의 전자상거래 강국이
되었습니다.

EU에서가장많은

8,300만인구

1인당평균 GDP

4.63만달러 5,200만

온라인소비자수인터넷보급률

83%

4.3 독일마켓플레이스소개

출처 (외국어만해당)
1. 2018 Data from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Xinhuanet.com

2.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15 Revision, Jianshu.com

3. 2019 Data from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Finance.sina.com.cn

4. Ecommerce Foundation, Germany E-commerce Market Report 2017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1/27/c_1124048874.htm
https://www.jianshu.com/p/cfaa901496b9
https://baijiahao.baidu.com/s?id=1656120357706779446&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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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자상거래가 성장한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상거래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출의 증가로,

2018년전자상거래이용자의평균소비금액이전년대비 7% 증가한것이고, 또다른요인은전자상거래신규
이용자의증가로, 60세이상온라인구매자수가급증한것입니다(11%)3.

독일의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도 아마존은 선두에 있으며,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판매 점유율 28.7%4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려면 아마존을 그 발판으로 삼아 아마존 FBA를 이용하면 더
많은트래픽을창출할수있습니다.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전자상거래 매출의 성장 속도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빠릅니다. 유명한
시장조사회사 GfK에서 2019년 2월에 발표한 독일 소매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독일의 오프라인 소매 총
매출액은 4,231억 유로(4,99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억 유로(40억 달러) 증가하여 0.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1.

이에 비해 2018년 독일 전자상거래 소매 매출액은 9.1% 증가한 980억 유로(약 1,160억 달러)로 유럽에서
프랑스를제치고영국에이어두번째로높은매출액을기록했습니다2.

898억유로

980억유로

2017년 2018년

전자상
거래
매출

전자상
거래
매출 +9.1%

2018년독일의전자상거래매출액유럽에서영국에이어 2위

출처 (외국어만해당)
1. Gfk, Germany Retail Industry Report Feb.2019, Kchuhai.com

2. HDE, Kchuhai.com

3. German Retailers Association Report 2018, Kchuhai.com

4. EY-Parthenon Digital Purchase Index 2018, Cifnews.com

http://www.kchuhai.com/report/view-2120.html
http://www.kchuhai.com/report/view-2120.html
http://www.kchuhai.com/report/view-2120.html
https://www.cifnews.com/article/3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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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소비자

2017년 독일 인터넷 쇼핑객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평균 소비 금액은 1,515 유로였으며1,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지닙니다.

1. 소비습관
데이터에따르면독일인터넷쇼핑객의 47%가인터넷에서도서, 영화, 음악및게임구매를
즐기고, 43%는 의류, 41%는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17년 독일 소비자의 61%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책 한 권 이상을 구매했다고 답한
것입니다.2

도서, 영화, 음악및게임구매

의류구매

전자제품구매

구매상품
카테고리

47%

43%

41%

출처 (외국어만해당)
1. Ecommerce Foundation 2017

2. Ecommerce Foundation 2017, 199IT

http://www.199it.com/archives/755568.html
http://www.199it.com/archives/7555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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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다른 사용자의 평가를 비롯해
인터넷에서 상품에 대한
조사를한다

구매하기 전에 판매 및 판매 후
서 비 스 규 정 을 자 세 히
읽어본다

휴대폰으로 동일 제품에 대한
여 러 스 토 어 의 가 격 을
비교한다

제품설명

2. 제품설명의중요성1

독일 소비자는 매우 엄격하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반품률이높은편입니다.

이것은 독일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엄격하고 소비자 행동으로 인한 영향 때문으로, 많은 사람이 동일 제품을 여러
색상과사이즈로구매하여사용해본후원치않는것을반품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명확하고 상세한 제품 페이지,

제품 가격 및 반품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지 반품 주소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잠재고객의증가뿐만아니라반품비용도통제할수있습니다.

70%

80%

26%

출처 (외국어만해당)
1. Ecommerce Foundation 2017, 199IT

http://www.199it.com/archives/7555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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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서비스에대한요구가높음1

독일소비자는배송비, 배송속도, 다양한배송방식에대한요구가매우높으며배송중에도
배송 주소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업계가 빠르게
발전함에따라더욱높아지고있습니다.

집까지배송선호

셀러의 물류 평가를 근거로
상품구매여부결정

표준 배송 기간(3~5일)은 무료
배송이라고생각함1

물류서비스요구

90%

83%

55%

출처 (외국어만해당)
1. French Lengow Survey Report, Cifnews.com

https://www.cifnews.com/article/31880?origin=m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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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요약

1. 유럽에서경제 1위, 전자상거래는영국에이어 2위, 성장잠재력이큼
2. 디테일한상품설명중시
3. 물류및기타서비스에대한요구가높음

아마존프랑스의제품정책

제한된상품 : 여기를클릭해서보기

추가승인이필요한상품: 여기를클릭해서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de/gp/help/help.html?itemID=201743940&language=en_GB&ld=SCSOAlogin&openid.assoc_handle=sc_de_amazon_v2&openid.claimed_id=https://sellercentral.amazon.de/ap/id/amzn1.account.AESMKTEOZRRZ5CRDAMGDLTKFAS5Q&openid.identity=https://sellercentral.amazon.de/ap/id/amzn1.account.AESMKTEOZRRZ5CRDAMGDLTKFAS5Q&openid.mode=id_res&openid.ns=http://specs.openid.net/auth/2.0&openid.op_endpoint=https://sellercentral.amazon.de/ap/signin&openid.response_nonce=2021-02-01T05:47:19Z-4595084792450363648&openid.return_to=https://sellercentral.amazon.de/gp/help/help.html?itemID=201743940&language=en_GB&ld=SCSOAlogin&openid.signed=assoc_handle,claimed_id,identity,mode,ns,op_endpoint,response_nonce,return_to,ns.pape,pape.auth_policies,pape.auth_time,signed&openid.ns.pape=http://specs.openid.net/extensions/pape/1.0&openid.pape.auth_policies=AmazonMultifactor&openid.pape.auth_time=2021-02-01T05:46:50Z&openid.sig=mmOYKdCFULWJ30s4uV61ogn6Ya9/mI2rA9+e/Ph+4eA=&serial=&ref_=xx_swlang_head_help&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de/gp/help/20030105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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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소매업및전자상거래발전상황

이탈리아는 유럽 4대 경제체 중 하나이며 2018년 GDP는 20,714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7위입니다. 1인당 평균 GDP는 약 34,238달러이며 국내 지역별 경제 격차가 크고 특히
남북 간 격차가 뚜렷합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8% 이상을 차지하여 "중소기업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

2019년 이탈리아의 총 인구 수는 6,039만 명이며(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8%)2, 6,039만 명 중
34%에 해당하는 약 2,100만 명이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이에 비해, 영국의 인구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6,600여만명이지만인구의 87%에해당하는 5,700만명이상이인터넷쇼핑을합니다3.

1인당평균 GDP

34,238달러

전체인구중
전자상거래이용자

비중

34%

경제발전 빠르게성장중

4.4 이탈리아마켓플레이스소개

출처 (외국어만해당)
1. Italian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s Ministry of Commerce

2. Italian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China's Ministry of Commerce

3. Ecommerce Foundation UK E-commerce Report 2019, Cifnews.com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m/201903/20190302839511.shtml
http://it.mofcom.gov.cn/article/jmxw/201902/20190202833884.shtml
https://www.cifnews.com/article/4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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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터넷 쇼핑 이용자 수의 커다란 격차는 두 국가의 인터넷 보급률 차이에 기인합니다. 영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92.6%에 달하지만 이탈리아는 65%에 불과합니다1. 그 밖에도 이탈리아의 인터넷 속도는 유럽에서
가장 느리며 모든 건물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산간 지역에서 더욱 심합니다.

다행히이러한상황은빠르게개선되고있습니다.

인터넷보급이가속화됨에따라최근몇년간이탈리아의전자상거래는비약적으로발전했습니다.

2018년 이탈리아 전자상거래 증가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유럽에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2. 2017년 이탈리아의 전자상거래 가치는 217억 유로로 2016년 대비
17.33%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231억유로로증가했습니다3.

GDP가 영국의 75%4에 달하는 이탈리아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영국보다 훨씬 낮아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10년에 이탈리아에 진출하여 2011년부터 이탈리아 고객들에게 Prime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이탈리아에서가장유명한전자상거래사이트중하나가되었습니다.

거대한잠재력

전자상거래규모는영국의

12%

GDP 영국의

75%

출처 (외국어만해당)
1. Cifnews.com

2. E-commerce Business Analysis Report of Amazon Italy, Chinanews.com

3. Ecommerce Foundation 2018, Crosspie.com

4. Italian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fice of Statistics, China's Ministry of Commerce

http://m.cifnews.com/article/40601
http://www.chinanews.com/gj/2018/08-27/8611225.shtml
http://crosspie.com/article/309.html
http://www.mofcom.gov.cn/article/i/jyjl/m/201903/2019030283951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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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소비자

이탈리아는유럽의남부에위치하며, 보편적으로절약과유행을중요시하고생활의편안함도매우중시합니다.

Cupon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과 마찬가지로 2017년에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상품 카테고리는 의류와 액세서리류로 39%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전자제품이 17%를 차지했습니다.

미용및건강용품은 6%, 도서, 음악, 게임및여행은각 5%를차지했습니다1.

2016년 Netcomm(이탈리아 전자상거래 협회)도 이탈리아 전자상거래 업계 3대 매출 상품 카테고리로 패션,

가정용품, 그리고컴퓨터, 스마트폰등의첨단기술제품을꼽았습니다2.

유럽 전자상거래 기금회(Ecommerce Found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소비자는 무료 배송과 배송
비용을 가장 중시하며, 독일이나 영국 소비자와 달리 비교적 저렴한 배송 비용을 위해 비교적 긴 배송 기간을
수용합니다.

그 밖에도 이탈리아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것은 무료 반품(91%), 상세한 제품 설명(90%), 숨겨진 비용
없음(90%)입니다3.

이탈리아어로 설명된 상품 정보를 훨씬 선호하며, 온라인 스토어의 평판을 매우 중시하여 사이트에서 등급이
높은스토어를선택하는경향이있습니다.

의류및액세서리 전자제품 미용및건강 가정용품

이탈리아전자상거래인기상품카테고리

출처 (외국어만해당)
1. Cuponation, Cifnews.com

2. Netcomm, Cifnews.com

3. Ecommerce Foundation, E8t.com

http://m.cifnews.com/article/30908
https://www.cifnews.com/article/26938
http://www.e8t.com/news/netsales/show-1369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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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요약

1. 경제는 발전했지만 전자상거래 침투율과 매출액은 낮은 편이어서 큰
잠재력을지님
2. 의류, 가정용품, 전자제품, 미용및건강제품의인기가높음
3. 배송비용을중시함

아마존이탈리아의제품정책

제한된상품 : 여기를클릭해서보기

추가승인이필요한상품: 여기를클릭해서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it/home?cor=mmp_EU&mons_sel_dir_mcid=amzn1.merchant.d.ADFV4XTJONXYCVFUVO4J5PIYTT6A&mons_sel_mkid=APJ6JRA9NG5V4&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it/gp/help/200301050?ref_=xx_swlang_head_%5e&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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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소매업및전자상거래발전상황

스페인은 유럽 서남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는 남유럽의 핵심 국가 중 하나로, 2018년 GDP는 약 14300억
달러이고인구는약 4,672만명이며, 1인당평균 GDP는약 30,502 달러입니다1.

인터넷보급률은약 85%이고전자상거래보급률은약 63%로, 영국등선두국가보다여전히낮은편입니다2.

2018년스페인의전자상거래매출규모는 279.6억유로로 2017년대비 17％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은스페인전자상거래업계에서중요한위치에있으며월방문자수가경쟁사를크게앞섭니다3.

1인당평균 GDP

30,502달러

전자상거래침투율

63%

279.6억유로

2018년

전자상
거래
매출+17%

스페인 2018년전자상거래매출액

4.5 스페인마켓플레이스소개

스페인의소비자

2019년에 스페인의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인터넷 쇼핑에 평균 1,304 유로를 소비했으며, 이것은 2018년보다
200 유로를 더 소비한 수치입니다4. 스페인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열광하는 주요 이유는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라는 점이며, 다른 이유는 언제든지 쇼핑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의 상품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

출처 (외국어만해당)
1. Spanish Statistical Office, Sohu.com

2. Ecommerce Foundation, Cifnews.com

3. Ecommerce Foundation, Cifnews.com

4. SEMrush Spain, Dsb.cn

https://www.sohu.com/a/292806865_100110525
https://www.cifnews.com/article/44682
https://www.cifnews.com/article/44682
http://www.dsb.cn/1102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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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스페인의제품정책

카테고리, 상품및리스팅제한사항: 여기를클릭해서보기

추가승인이필요한상품: 여기를클릭해서보기

스페인요약

1. 전자상거래침투율이낮은편으로성장가능성이큼
2. 가성비가 높은 상품을 선호하며 3C, 의류, 아웃도어 용품에 대한 수요가 큰

편임
3. 전 세계 4억 3700만 명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스페인의

전자상거래는이러한사람들에게도영향을미침

https://sellercentral.amazon.es/gp/help/external/201743940?language=ko_KR
https://sellercentral.amazon.es/gp/help/external/200301050?language=k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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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전자상거래및소비자개요

네덜란드는 EU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1. 2018년 네덜란드 인구는 약 1,700만 명이고
온라인 매출액은 237억 유로입니다. 네덜란드의 1인당 연평균 온라인 지출은 1,400 유로로 이탈리아보다
273%, 스페인보다 138% 높습니다2.

그 밖에도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무료 배송 상품을 선호합니다. 네덜란드의 대부분 온라인 스토어는 네덜란드
고객에게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셀러는 네덜란드 고객에게 무료 배송 상품을 제공하여 상품의
매력을높일수있습니다.

아마존네덜란드마켓플레이스소개

아마존은 2020년 1월 15일에 네덜란드 마켓플레이스를 정식으로 런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네덜란드에서 제공하는 상품 카테고리는 디지털 전자, 컴퓨터, 스포츠 아웃도어, 공구, 완구, 주방 가정, 뷰티
케어, 패션등을포함합니다.

아마존 네덜란드는 주문 금액이 20 유로를 초과하는 소비자에게 FBA 상품의 무료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덜란드의 Prime 회원에게는 최저 소비 제한 없이 수백만 개의 상품에 대한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마존네덜란드는 2017년에 Prime 회원프로그램을런칭하고 Prime 회원에게수백만개의상품에대한빠른
무료배송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인구

1,700만

전자상거래매출액

237억유로

1인당연평균온라인지출

1,400 유로

4.6 네덜란드마켓플레이스소개

출처
1. https://www.statista.com/topics/4909/e-commerce-in-the-netherlands/

2. https://wearesocial-net.s3.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18/01/DIGITAL-IN-2018-021-AVERAGE

-ECOMMERCE-REVENUES-PER-USER-V1.00.png

https://www.statista.com/topics/4909/e-commerce-in-the-netherlands/
https://wearesocial-net.s3.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18/01/DIGITAL-IN-2018-021-AVERAGE
https://wearesocial-net.s3.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18/01/DIGITAL-IN-2018-021-AVERAGE-ECOMMERCE-REVENUES-PER-USER-V1.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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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요약

1. 전자상거래 1인당연평균지출 1,400 유로
2. 아마존 FBA 서비스역량이강함
3. 2020년에한국셀러에오픈하여성장기회가많음

아마존네덜란드의제품정책

제한된상품：여기를클릭해서보기

추가승인이필요한상품: 여기를클릭해서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nl/gp/help/external/help.html?itemID=201743940&language=en_GB&ld=SCSOAlogin
https://sellercentral.amazon.com.mx/gp/help/external/200336920?language=en_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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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스웨덴마켓플레이스소개

스웨덴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하며, 북유럽 국가 중 면적이 가장 큰 국가입니다. 2019년 1인당
평균 GDP는 55,000 달러로 EU 1인당평균 GDP보다 20% 높습니다1.

스웨덴은 EU에서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은 96%에 달하고 그중 전자상거래 보급률은 2020년에 76%였으며 2024년에는
81%에달할것으로전망됩니다 2 .

아마존은 2020년 8월 27일에스웨덴마켓플레이스를정식오픈한다고발표했습니다.

스웨덴소비자

▲스웨덴 소비자들은 가격, 편리성 및 상품을 가장 중시합니다. Nordic E-commerce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스웨덴 소비자의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 제품 분포 조사에서 중국이 3위를 차지했으며 1위와 2위는 영국과
독일이었습니다.

▲연구에따르면스웨덴고객의 61%가퍼스널케어및건강제품에대한온라인구매를선호했으며그다음은
패션 관련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고객의 59%가 신발 및 의류 제품을 온라인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재료, 가구및완구류도스웨덴전자상거래에서빠르게성장하고있는카테고리입니다 2.

4.7 스웨덴마켓플레이스소개

인터넷보급률

96%

온라인소비1인당평균 GDP

5,5000 유로

경제발전인터넷보급

300억유로

온라인쇼핑선호

출처

1.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PP.CD?locations=EU&most_recent_value_desc=true

2. Nordic E-commerce 2019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PP.CD?locations=EU&most_recent_value_desc=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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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요약

1. 북유럽최대경제체중하나이며 1인당평균 GDP 55,000 유로

2. 아마존 FBA 서비스역량이강함

아마존스웨덴의제품정책

제한된상품: 여기를클릭해서보기

추가승인이필요한상품: 여기를클릭해서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se/gp/help/G201743940
https://sellercentral.amazon.se/gp/help/2003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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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전자상거래

폴란드는 유럽 중부에 위치하며 총 인구 수는 약 3,840만 명으로1 유럽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2019년 GDP는 5,958.6억달러2였으며,유럽에서경제발전속도가세번째로빠른국가입니다.

폴란드의 인터넷 보급률은 84.9%에 달하며3 , 두 자리 수의 연간 성장률로 유럽에서 전자상거래 성장 속도가

가장빠른시장중하나입니다1. 2021년의조사에따르면폴란드인구중 55.6%가인터넷쇼핑습관이있으며

2021년온라인소비총액은 135.5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됩니다4 .

아마존폴란드마켓플레이스소개

아마존은 2014년에 폴란드에 진출했으며 현재 폴란드에는 9개의 현대화된 주문 처리 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2021년 1월 27일에폴란드마켓플레이스를정식오픈한다고발표했습니다.

4.8 폴란드마켓플레이스소개

인구

3,840만

온라인소비인터넷보급률

84.9%

전자상거래성장

속도빠름

인구가많음

136억유로

온라인쇼핑선호

출처

1. https://www.jpmorgan.com/europe/merchant-services/insights/reports/poland

2. https://data.worldbank.org.cn/indicator/NY.GDP.MKTP.CD?locations=PL

3. https://data.worldbank.org.cn/indicator/IT.NET.USER.ZS?end=2019&start=1990&view=chart

4. Statista

https://www.jpmorgan.com/europe/merchant-services/insights/reports/poland
https://data.worldbank.org.cn/indicator/NY.GDP.MKTP.CD?locations=PL
https://data.worldbank.org.cn/indicator/IT.NET.USER.ZS?end=2019&start=1990&vie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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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요약

1. 3840만인구, 경제발전속도빠름

2. 9개의 FBA 주문처리센터, 서비스시스템발달

아마존폴란드의제품정책

제한된상품: 여기를클릭해서보기

추가승인이필요한상품: 여기를클릭해서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pl/gp/help/G201743940
https://sellercentral.amazon.pl/gp/help/2003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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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보기

관련교육과정더학습하기：
• 초보자셀러들은 "글로벌셀링"을검색하여마켓플레이스선택방법을알아보십시오.

교육경로찾기：아마존셀러플랫폼 > 퍼포먼스 > 셀러유니버시티 > 교육과정명칭검색
빠른링크：아마존셀러유니버시티북미마켓플레이스 , 유럽마켓플레이스 , 일본마켓플레이스

아마존마켓플레이스소개

• 아마존글로벌셀링소개

• 글로벌비즈니스를위한마켓플레이스선택

• 북미마켓플레이스소개 (미국/캐나다/멕시코)

• 유럽마켓플레이스소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폴란드)

• 일본마켓플레이스소개

• 호주마켓플레이스소개

• 인도마켓플레이스소개

• 중동마켓플레이스소개

• 싱가포르마켓플레이스소개

https://sellercentral.amazon.com/learn/ref=xx_su_dnav_xx?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amazon.co.uk/learn/ref=xx_su_dnav_xx?ref_=xx_swlang_head_xx&mons_sel_locale=ko_KR&languageSwitched=1
https://sellercentral-japan.amazon.com/learn/ref=xx_su_dnav_x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