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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소개

Global E-commerce 의 신화

구영배

회 사 소 개

구영배 대표는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 후, 1991년 미국계 석유개발업체인 Schlumberger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와 시스템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사업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오픈마켓’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G마켓을 출범하였고, 일반사업자도 G마켓에 등록만 하면 온라인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2005년 거래 액 1조원을 돌파하였고, 큰 성장세를 이어나가며 2006년에는 G마켓을 나스닥에 상장 시켰습니다.

2010년에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시아쇼핑시장을 통합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글로벌쇼핑플랫폼 Qoo10을 싱가포르에 창립하여 싱가포르 1위 쇼핑사이트로 성장시켰으며, 

다년간의 전자상거래 상품을 취급해온 물류서비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회사인 QXPRESS를 설립하여 해외전문물류서비스를 제공하며 11개국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는 Qoo10과 Qxpress를 통해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과 물류시스템을 연계, 운영하여 CBT(Cross border Transaction) 시장에서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큐텐은 전 세계의 구매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을 즐길 수 있고,

판매자 관리 프로그램(QSM)을 이용해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아시아 시장을 하나로 묶는 Pan Asia E-commerce Platform 을 목표로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플랫폼(www.qoo10.sg),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플랫폼(www.shopclues.com), 

그리고 중국의 한류 상품 플랫폼(www.m18.com)과 더불어

아시아 상품의 세계 수출을 지향하는 글로벌 플랫폼(www.qoo10.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의 등록, 판매, 결제, 배송, 정산 등 국가간 온라인 거래(CBT)를 위한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큐텐 한국법인은 한국 상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B2B2C)을 제공하여, 

한국 중소기업 수출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 사 개 요

Global 
E-commerce 
Platform



회사개요

Asia Ecommerce 시장을
선도하는글로벌마켓

한국인이만들고운영하는플랫폼 새로운끊임없이도전하는글로벌벤처

주 요 연 혁



2008
싱가포르사이트오픈

(www.Qoo10.sg)

2019
QuuBe 사이트오픈

(www.quube.xyz) 

인도시장진출

(www.shopclues.com)  

India DPC 확보

2011
인도네시아법인설립

글로벌사이트오픈

(www.Qoo10.com) 

Singapore DPC 오픈

2015
US DPC 오픈

2009
Korea DPC 오픈

2010
싱가포르법인설립

2012
말레이시아법인설립

중국 법인설립 Japan

DPC 오픈 Indonesia

DPC 오픈

2018
Taiwan DPC 오픈

2014
China DPC 오픈 M

alaysia DPC 오픈

2020
Taiwan 법인설립

주요연혁

2018
Taiwan DPC 오픈

B r a n d
I d e n t i t y



Brand Identity

고객의 Needs를 하고 하여 으로 보답합니다.

Search Perfection  
&

completedness

Quest

탐험 탐색 완벽함

를제공합니다.우리는 3

uality
우리는최상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ick
우리는빠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est
우리는고객의Needs를

탐구합니다.

G l o b a l
L o c a t i o n



Global OfficeLocation

Indonesia

Singapore

Malaysia

India
Hong Kong

Shanghai

Singapore Office
150 Beach Road, Gateway West, #18-01, Singapore 189720

China Office
No.1599 XinJinQiao Rd, B1 Building rm 1002, Pudong District, Shanghai, 201206

Malaysia Office
GIOSIS SDN. BHD. (922056-M)(Incorporated in Malaysia) TB-13-2, Level 13,

Tower B, Plaza 33, No. 1 Jalan Kemajuan, Seksyen 13, 46200 Petaling Jaya,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Indonesia Office
Prudential Centre Kota Kasablanka, Lt. 18 EH, Jl. Casablanca,  

Kav. 88,Jakarta Selatan 12870 Indonesia

India Office
Clues Network Pvt. Ltd. Building No. 112, Sector- 44, Gurgaon, 122001, 

Haryana, India

글로벌 허브 사이트인 큐텐 닷컴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국가별 사이트 운영

사이트간 유기적으로 연계된 중앙 집중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특정 사이트에 제품을 올리면 타 사이트에도 연동 등록

아시아권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품 구매 시 우선 방문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종합 쇼핑몰



Global OfficeLocation

K R  O F F I C E

SINGAPORE

CHINA

MALAYSIA

INDONESIA

INDIA



KR OFFICE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강 N타워) 3층/13층 (우)06133

Gangnam N Tower 3F/13F 129,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02)6004-9000 02)501-9505(3F), 9717(13F)

3F 영업 · 마케팅 · 지원부서 / 13F 연구소 R&D부서

Q x p r e s s
i n t r o d u c t i o n

포스코/스타벅스

한국타이어

4번 출구

KB손해보험

하나은행

강남 N타워

언주역

강남역

국기원입구사거리

2



감사합니다.

2022 GIOSIS LLC INTROD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