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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로그인 

tradeKorea.com에 접속합니다. 좌측 상단의 Sign in 버튼을 클릭합니다. 
ID와 Password를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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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그룹설정 

우측 상단 My tradeKorea의 My Products를 클릭합니다. My products에는 4가지 메
뉴가 있는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가장 먼저 그룹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된 
그룹들은 미니사이트에서 구분되어 노출됩니다. 그룹을 설정을 Manage Groups버튼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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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그룹설정 

하단의 Manage Groups버튼을 클릭합니다. 
Group Name을 입력하고 Add버튼을 클릭하여 그룹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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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상품등록 

그룹 설정 후 Add a New Product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붉은색 별표(*)는 필수적으로 입력해 주셔야 상품등록이 가능합니다. Type of 
Product는 Normal Product 로 자동 설정되어 있으니, KITA epay 상품일 경우에만 
KITA epay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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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기본정보 입력 

Product’s Basic Information을 입력합니다.  
Manage Groups의 Select Group 버튼을 클릭하고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Submit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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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기본정보 입력 

Product Name을 입력합니다. Product Name에는 상품명을 기재해주십시오. 
(*모델명, 특정 브랜드만을 기재 시 검색되지 않음) 상품명은 45자로 제한됩니다.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키워드는 최대 4개까지 입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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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기본정보 입력 

Product Category를 입력합니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Category Search 창
이 생기는데 Recommended Category는 Keyword를 직접 입력하여 카테고리를 
검색하는 방법이고 Choose your own category는 분류된 카테고리 내에서 검색
하는 방법입니다. 입력 후 Add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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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기본정보 입력 

Product Main Image를 업로드합니다. Select Image버튼을 클릭하고 File Select 버
튼을 클릭하여 해당 이미지파일을 선택하고 submit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는 500x500 픽셀을 권장하며 JPEG 파일 형식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Product Detail Images는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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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기본정보 입력 

Detail Description(제품 상세설명)을 입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글자 수는 150bytes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지를 불러오는 주소 및 html코드 내에 URL주소가 삽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마약/선정적인 단어는 금지어로 설정되어있으니 적절한 단어로 교정합니다. 
Place of Origin을 입력합니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원산지 국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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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부가정보 입력 

Additional Information을 입력합니다. 
동영상이 있으실 경우 Youtube에 업로드 후 공유의 소스코드를 복사하여 동영상 주소
는 붙여넣기하여 주시면 동영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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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부가정보 입력 

Attachment는 제품 소개나 회사 소개 자료를 업로드 하는 곳입니다. 
[Add file] 버튼을 클릭하고 [File Select]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자료를 선택한 후 
[Sub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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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부가정보 입력 

다음으로 Brand name, material, size, weight, payment terms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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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부가정보 입력 

[Search] 버튼을 클릭하고, 품목을 입력-> Search 버튼을 누른 후 
해당 HS코드를 선택 후  [Select], [Close] 버튼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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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부가정보 입력 

Metadata for Search Engines을 입력합니다.. 
이 부분을 입력할 경우 tradeKorea.com 뿐 아니라 구글, 야후 등 외부검색엔진 검색결
과에도 상품이 노출됩니다. 우선 edit 좌측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Page title에는 상품
명이나 회사명, Page Description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Page Description 글자 수는 1,000byte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Submit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품등록이 완료되며, 상품승인은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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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등록 방법 - 확인 

상품정보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Manage Products에서 해당 상품명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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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도메인 생성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My tradeKorea의 Minisite를 클릭합니다. 
Minisite Domain 우측 빈칸에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tradeKorea 
아이디나 회사명을 기입하시면 관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check for duplicate버튼을 
클릭하여 중복체크를 하고 우측 하단의 Submit버튼을 눌러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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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레이아웃 설정 

Minisite Management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미니사이트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여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제공되고 협회 회원사인 경우
에는 9가지가 제공됩니다. 원하는 디자인의 change layout and apply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창이 생기는데 여기서 미니사이트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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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메인 배너 설정 

첫 번째는 메인 배너입니다. 오른쪽에 +main banner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980픽셀 x 세로 230 픽셀입니다. 
사전에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Upload Image에서 File Select 버튼을 클릭하여 해
당 파일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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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메인 배너 설정 

tradeKorea 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배너를 사용하시려면 
[Select image from pool] 로 이동하여 저장되어있는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오른쪽의 [Add] 버튼을 클릭한 후, 하단에 선택한 이미지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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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메인 배너 설정 

TEXT를 입력합니다. TEXT 아래 빈칸에 배너 위에 입히고 싶은 문구를 입력합니다. 
폰트, 사이즈, 색상, 위치를 설정하여 하단의 Add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위에 문구가 입
력됩니다. 문구위치를 수정하고 싶으면 문구선택 후 키보드로 이동하거나 X,Y값을 수
정하여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단의 Adjust버튼을 클릭하여 적용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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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용어 설명 

tradeKorea 글씨 클릭 → Minisite Main으로 이동 
For Grouping Products 으로 설정 → CATEGORY PRODUCTS 내에 등록  
For Display Main 으로 설정 → NEW PRODUCTS 등 그 외의 페이지에 등록 

<Minisite Main> 

클릭 

<For Display Main> 

<For grouping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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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레이아웃 변경 

추가 레이아웃을 설정하려면 해당 레이아웃 오른쪽 박스를 체크하여 활성화합니다.   
오른쪽 위아래 화살표를 이용해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후 우측상단의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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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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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그룹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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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management 클릭  
→ Manage Group 클릭 후, For display main과 For grouping products 중 선택  
→ 영문으로 그룹명 입력 → [Add/Modify] 클릭 → [Set Order] 버튼 클릭 



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상품 추가 

For display main에서 방금 설정한 그룹을 선택하고 
이 그룹에 들어갈 상품들을 [Add product]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여기서 이미지 좌측의 박스에 체크한 후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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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상품 추가 

Minisite management로 돌아가서 [Change Layout]을 클릭합니다. 
새 창이 뜨게 되는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비활성화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측의 박스를 체크하여 활성화를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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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상품 추가 

[Product] 버튼을 클릭하고 
Select product group에서 그룹선택 후 [Adjust]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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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상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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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버튼을 클릭하고 [File select]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배너사이즈는 460x220 사이즈 권장) 
 

[Add] 버튼을 클릭하고 [Adjust] 버튼을 클
릭한 후 우측상단의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회사정보 입력 

Company information management를 클릭합니다. 
Header Image에서 [Add]를 클릭하여 [File Select]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파일을 선택
합니다. 이미지는 500x500사이즈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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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회사정보 입력 

동영상 주소는 Youtube에 업로드 후 Youtube 공유 소스코드를 복사하여 
tradeKorea 미니사이트 등록 창의 Video Embed Code 옆 빈칸에 붙여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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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회사정보 입력 

회사소개를 Head Summary Information에 입력합니다.  
추가정보를 more information에 입력합니다.  
Company History를 입력합니다. 연도와 월을 설정 후 Description에 내용을 기입하고 
Add버튼을 클릭하여 연혁을 추가합니다. 연혁은 수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변경 시 해당 
히스토리 왼쪽의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우측의 Delete버튼을 눌러 삭제한 후 수정합니다. 
히스토리는 자동적으로 최근 날짜가 위로 배열됩니다.  
모든 회사정보를 입력하였으면 Submit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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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게시판 작성 

NoticeBoard Management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Add] 버튼을 클릭하여 게시물을 추가합니다. 
Subject와 Contents를 입력하고 포스팅 기간을 설정합니다. 첨부하실 파일이 있다면 파
일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작성 완료하고 [Save]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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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니사이트제작 방법 - 확인 

tradeKorea 글씨를 눌러 제작한 미니사이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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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