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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바이어로 가입하기 (1/4)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1. 가입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실 경우 [바이어]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tradeKorea.com에서는 바이어 회원님이 원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tradeKorea.com 모든 페이지의 최상단에 위치한 [Sign in | Join]을 클릭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해외 선택 후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어 회원 가입 이후 언제든지 셀러로 전환 하실 수 있지만,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 합니다.

1.1.1. 바이어로 가입하기 (2/4)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1. 가입

한국 회원으로 가입을 원하 실 경우 개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 이메일 인증 2가지 방식을 제공 합니다.
원하는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외 회원 일 경우 이메일 인증 방식만 제공 됩니다.)
이메일 인증의 경우 입력한 이메일 주소
로 발송 된 보안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 후 회원 가입을 계속 진행 할 수 있
습니다. (보안 메일 유효기간은 일주일)
단,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된 회원
이 존재 할 경우 보안 메일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인증의 경우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 된 6자리 인증번호를 3분
안에 화면에 입력 후 회원 가입을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단,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가입된 회원
이 존재 할 경우 인증번호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1.1.1. 바이어로 가입하기 (3/4)

이름, 연락처 등 간단한 기본정보를 입력 하시면 바이어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어 회원 가입 이후 언제든지 셀러로 전환 하실 수 있지만,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 합니다.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1. 가입

1.1.1. 바이어로 가입하기 (4/4)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1. 가입

바이어 회원 가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곧바로 셀러인증을 받으시려면 아래 사업자등록번호 인증 절차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셀러인증을 받으시려면 [My tradeKorea > My Account > Company Info] 메뉴를 통해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1.1.2. 셀러로 가입하기 (1/4)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1. 가입

상품을 판매하려면 [셀러]로 가입해야 하며, [셀러]로 가입하려면 회원 기본정보와 회사정보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tradeKorea.com에서는 회원가입 및 모든 활동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회원가입 (바이어) 절차는 앞장 1.1.1. 바이어로 가입하기 절차와 동일 합니다.

사업자가 휴/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자등
록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회사정보를
입력 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회원 일
경우 회사인증 수단으로 던스번호가 사
용 됩니다.)

Search 버튼을 클릭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여 적용 후 NEXT
버튼을 클릭 하면 기업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해외 회원 일
경우 회사인증 수단으로 던스번호가 사용 됩니다.)
등록 하려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이미 등록된 회사와 중복 될 경우 중복
회사정보 이용안내 화면이 노출 됩니다.(다음장 참고)
나중에 셀러로 가입하시려면 [My tradeKorea > My Account >
Company Info] 메뉴를 통해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1.1.2. 셀러로 가입하기 (2/4)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1. 가입

셀러의 회사 정보를 통해 바이어가 인콰이어리를 발송 할 수 있으며, 셀러 회원사가 보유 판매 중인 상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정보를 입력 하면 셀러(기업회원) 신청이 완료 되며, 관리자 승인이 필요 합니다.
최종 관리자 승인 이후에 셀러 자격이 취득 됩니다.

1.1.2. 셀러로 가입하기 (3/4)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1. 가입

마지막 단계로 맞춤 알림 서비스를 위한 Subscription Settings 값을 설정 합니다.
본 과정은 SKIP 할 수 있으며, 추 후 [My tradeKorea > My Account > Profile] 메뉴를 통해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1.1.2. 셀러로 가입하기 (4/4)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1. 가입

셀러 회원 가입 절차가 완료 되었습니다. 최종 관리자 승인 이후에 셀러 자격이 취득 되며, 그전 까지는 바이어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Sign in 버튼을 클릭 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1.1.3. 동일기업 셀러(기업회원) 승인하기 (1/2)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1. 가입

회사정보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중복 될 경우 중복 사업자 정보 및 해당 기업정보 사용 요청 안내 화면이 노출 됩니다.
Request 버튼을 클릭 하면 해당 사업자정보를 등록 한 회원에게 승인요청 이메일이 발송 됩니다.

1.1.3. 동일기업 셀러(기업회원) 승인하기 (2/2)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1. 가입

tradeKorea.com은 무분별한 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뢰있는 무역 거래를 위해 tradeKorea는 중복 기업에 한해
대표 회원의 이메일 승인을 통해 셀러(기업회원)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기업정보 인증 시 이미 중복 된 기업 일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사용하는 최초 가입자에게 승인을 요청 합니다.

동일 기업정보를 사용하는 최초 가입자에게 위와 같은 메일이 발송 되며, 승인 시 요청 회원은 셀러 권한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1.2.1. 회원 분류 (1/3)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2. 회원정보

tradeKorea.com에서는 회원님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회원 분류를 5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류는 매월 지난 1년 간의 회원 활동 점수를 재 산정하여 등급을 부여 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 최상위 노출, 상품 상세 화면 및 회사정보에 회사등급이 표시되어 회원의 신뢰도를 높여 드립니다.
상품등록, 인콰이어리 및 Selling, buying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회사등급을 높여 보세요.

※ 회원 등급 기준은 다음 장 참고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2. 회원정보

1.2.1. 회원 분류 (2/3)

tradeKorea.com에서는 회원님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회원 분류를 5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류는 매월 지난 1년 간의 회원 활동 점수를 재 산정하여 등급을 부여 합니다.
각 회원등급 산정 기준 및 등급 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산정기준

1등급

활동 점수 75점 이상에 속하는 회원이 이에 해당되며, [완관] 5개가 부여 됩니다.
혜택으로는 되며, 검색 결과 화면 최상위 노출, 상품 상세 화면 및 회사정보에 등급을 상징하는 [완관] 5개가
표시되어 회원의 신뢰도를 높여 드립니다.

2등급

활동 점수 75점 이하에 속하는 회원이 이에 해당되며, [완관] 4개가 부여 됩니다.
혜택으로는 되며, 검색 결과 화면 최상위 노출, 상품 상세 화면 및 회사정보에 등급을 상징하는 [완관] 4개가
표시되어 회원의 신뢰도를 높여 드립니다.

3등급

활동 점수 50점 이하에 속하는 회원이 이에 해당되며, [완관] 3개가 부여 됩니다.
혜택으로는 되며, 검색 결과 화면 최상위 노출, 상품 상세 화면 및 회사정보에 등급을 상징하는 [완관] 3개가
표시되어 회원의 신뢰도를 높여 드립니다.

4등급

활동 점수 25점 이하에 속하는 회원이 이에 해당되며, [완관] 2개가 부여 됩니다.
혜택으로는 되며, 검색 결과 화면 최상위 노출, 상품 상세 화면 및 회사정보에 등급을 상징하는 [완관] 2개가
표시되어 회원의 신뢰도를 높여 드립니다.

5등급

활동 점수 10점 이하에 속하는 tradeKorea 일반 회원을 의미하며, [완관] 1개가 부여 됩니다.
상품등록, 인콰이어리 및 Selling, buying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더 높은 등급에 도전해 보세요.

※ 활동 점수 배점 기준은 다음 장 참고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2. 회원정보

1.2.1. 회원 분류 (3/3)

tradeKorea.com에서는 회원님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회원 분류를 5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류는 매월 지난 1년 간의 회원 활동 점수를 재 산정하여 등급을 부여 합니다.
활동 정보 유형 및 활동 점수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활동정보

가중치

비고

1

거래금액

20점

1년 기준으로 tradeKorea에서 판매한 금액과 매칭팀에서 입력한 사후관리 금액의 합을 거
래 금액으로 보여줍니다.

2

방문빈도

40점

1년 기준으로 tradekorea에 로그인을 한 수 (1일 중복 로그인 허용 / ID 기준으로 하루에
여러 번 로그인을 하면 다 로그인 수로 포함)

3

응답율

40점

Inquiry에 대한 답변을 한 횟수를 백분율로 변경하여 보여줍니다. Inquiry를 받지 못한 회원
은 기본적으로 80%를 보여줍니다.

합계

100점

1.2.2. 회원 정보 관리

바이어로 가입할 경우 기본 정보만 등록 하셔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회사 정보를 추가 기재하시면 tradeKorea.com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My tradekorea > My Accounts > Profile 메뉴를 클릭 하시면 회원 정보를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2. 회원정보

1.2.3. 기업 정보 관리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2. 회원정보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해 셀러는 정확한 기업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셀러의 기업 정보를 통해 바이어가 인콰이어리를 발송 할 수 있으며,
셀러 회원사가 보유 판매 중인 상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My tradekorea > My Accounts > Company Info 메뉴를 클릭 하시면 기업 정보를 등록/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1.2.4. SNS 회원 연계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2. 회원정보

회원님이 이미 SNS (Facebook, Google, Linked IN)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tradeKorea.com과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SNS 자동 로그인 및 정보 이동으로 tradekorea를 보다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My tradekorea > My Accounts > Profile 화면으로 이동하신 후 회원 연계를 하세요.

1.2.5. 회원 탈퇴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2. 회원정보

tradeKorea.com을 이용 후 탈퇴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진행 할 수 있 습 니 다 .
로그인 후 My tradekorea > My Accounts > Profile 화면으로 이동하신 후 우측 하단 [Cancel My tradekorea Account]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퇴 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삭제 처리 되며
탈퇴한 ID는 재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1년간 접속이 없을 경우 자동 탈퇴 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이후 6개월 동안 접속이 없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 됩니다.

1.2.6. 블랙리스트 계정

1. 회원에 대한 것이 궁금하세요?
1.2. 회원정보

Black list 회원은 동일 회원의 ID로 Spam Inquiry가 대량 및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경우 관리자가 Black list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Black list 회원이 되면 tradeKorea.com에서의 모든 활동이 불가능 합니다.
Black list 해지를 하는 방법은 Contact Us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upports > Contact Us] 화면으로 이동하신 후 카테고리에서 [Memer]을 선택하세요.
Black list 회원은 로그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 문제 사항을 등록해 주시면
관리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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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회사 정보 관리

2. 셀러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2.1. 정보 관리

tradeKorea.com에서 셀러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 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 정보와 함께 [회사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검색 결과에 우선 노출 됩니다.

회사가 보유한 상품의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등록하세요. 세분화된 카테고리에서 회원님의 상품을 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회사와 관련된 키워드를 등록하세요. 비즈니스 타입과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등록 할 수록 당신의 회사는 검색 결과에
우선 노출됩니다.

회사를 대표 할 수 있는 정보를 등록해보세요. tradeKorea.com은 회원사의 홍보를 위해 tradeKorea.com 뿐 아니라 각종 유명 검
색엔 진 검색 결과에 노출 할 수 있는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비즈니스와 관련된 키
워드와 대 표 할 수 있는 타이틀을 입력하신 후, 회사 사업 또는 상품을 소개 할 수 있는 설명을 등록하시면 검색 결과 상위에 노
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2.1. Buying Leads 검색

2. 셀러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2.2. 홍보 하기

셀러는 tradeKorea.com 메인화면의 [Buying Leads] 섹션에서 바이어가 등록한 Buying Leads를 검색하여 상품 홍보 Inquiry를 보낼 수 있습니다.
[View more] 버튼을 클릭하여 Buying Leads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Buying Leads 카테고리별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 검색을 이용 하시면 편리하게 Buying Leads를 찾을 수 있습니다.
Buying Leads 상세 정보를 확인 후 관심등록 및 해당 바이어에게 Inquiry를 보낼 수 있습니다.
추가된 관심 회사, 상품, Buying Leads는 [My tradekorea > My Account > My Interests]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2.2. C/L (Circular Letter) 활용하기

셀러는 상품 홍보를 위해 tradeKorea에서 제공하는 C/L 서비스를 개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된 C/L은 국문 웹사이트의 각종 서비스 신청 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My tradeKorea > My C/L]로 이동하여 C/L을 관리하세요.

2. 셀러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2.2. 홍보 하기

2.2.3. 검색어 선점하기 (1/2)

2. 셀러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2.2. 홍보 하기

상품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 결과에 많이 노출 시키는 것 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상위에 상품이 나올 수 있다면 많은 바이어가 상품을 보게 될 것 입니다.
검색어 선점 서비스는 검색어 하나에 상품 한개를 연결 할 수 있으며,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My tradeKorea > My Products > Top-Searched Keyword Service] 메뉴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2.3. 검색어 선점하기 (2/2)

2. 셀러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2.2. 홍보 하기

검색어 선점을 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서 제일 상단에 우선 노출 되기 때문에 바이어가 선택할 확률이 큽니다.

2.3.1. 신뢰 있는 기업 인증 받기

2. 셀러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2.3. 신뢰 있는 기업 인증 받기

각 회원님들의 안전하고 신뢰 있는 거래를 위해 tradeKorea.com에서 회원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년차 및 인콰이어리 응답율, 한국 무역을 대표하는 KITA회원사, 전 세계 기업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DUNS Number 회원
사, ISO, GMP, HALAL 등의 인증마크를 제공하여 셀러와 바이어 간의 신뢰를 형성 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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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신상품 등록 (1/1)

기업이 보유한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 [My tradeKorea>My Products>Add a New My Product] 에서 상품을 등록하세요.
상품 등록 후 tradeKorea.com 상품 관리팀에서 적합한 상품 심사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상품 승인 요청은 자동으로 tradeKorea.com 상품 관리팀으로 전송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상품은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일반상품, 온라인 판매를 위해 가격을 공개하는 TK Pay (별도 가입 필요) 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TK Pay Product 자세히 알기▶

상품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상품명과 상품 검색에 필요한 관련 카테고리와 키워드 입력입니다.
상품과 연관 있는 카테고리와 키워드를 등록해야 검색 결과에 우선 노출 됩니다.

3. 상품 등록부터 삭제까지
3.1. 상품 등록

3.1.2. 상품 검색 결과 우선 노출을 위한 방법 (1/2)

3. 상품 등록부터 삭제까지
3.1. 상품 등록

회원님이 등록한 상품을 검색 결과에서 노출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상품과 연관된 키워드를 많이 입력하세요. 세분화된 키워드는 상품 검색 결과 상위 노출에 유용합니다.
또한 상품 1개에 대한 카테고리를 레벨별로 입력을 하시면 검색 결과에 우선 노출 할 수 있습니다.
ex)

Apparel > Apparel Machinery
Apparel > Apparel Machinery > Button Making Machinery

상품 정보 등록 시 페이지 제목과 페이지 설명을 함께 작성하여 외부 검색엔진 검색 결과에 회원님의 상품을 노출시키세요.

3.1.2. 상품 검색 결과 우선 노출을 위한 방법 (2/2)

▶ 활발한 활동으로 회원 등급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상품 검색 결과 화면에서 최상단에 상품이 상위 노출됩니다.

3. 상품 등록부터 삭제까지
3.1. 상품 등록

3.2.1. 정보 수정 및 전시를 위한 재승인 요청

3. 상품 등록부터 삭제까지
3.2. 상품 수정/임시저장

만약 상품 정보 변경해야 한다면, [My tradeKorea>My product>Manage Products]화면으로 이동하여 상품을 클릭하세요.
상품 수정 화면에서 정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은 상품 정보 좀 더 정확한 정보입력을 위해
승인 신청을 미룰 때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시 최하단 좌측 [Temporary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임시저장 하세요.

임시저장된 상품은[My tradeKorea > My Product > Temporarily Saved Product]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3.1. 상품 승인 (1/2)

3. 상품 등록부터 삭제까지
3.3. 상품 승인/반려/ Product Listing Policy

상품 등록 후 tradeKorea.com의 상품 검색 결과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tradeKorea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적합 상품을 판매하는 소수의 업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tradeKorea.com의 정책 입니다.
- 신규 상품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상품을 등록 후 [Submit]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승인 요청이 발송됩니다.
상품 목록에서 [대기]로 표시되는 상품은 아직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거절]로 표시되는 상품은 반려된 상품으로
반려사유를 확인한 후 상품 정보 수정 시 다시 승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으로 상태가 변경되며, tradeKorea.com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3.3.1. 상품 승인 (2/2)

3. 상품 등록부터 삭제까지
3.3. 상품 승인/반려/ Product Listing Policy

- 임시 저장 상품의 정보 입력을 완료 했을 경우

임시 저장된 상품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모든 상품 정보를 입력 후 [제출]을 클릭하면 [Manage Products] 목록으로 이동되며 자동으로 승인 요청이 발송됩니다.

3. 상품 등록부터 삭제까지
3.3. 상품 승인/반려/ Product Listing Policy

3.3.2. 상품 반려

승인 요청 접수된 상품은 입력 정보의 기준이 미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 될 수 있습니다.

-상품

상품설명 미흡 (5줄미만) 상품
명에 네 개 단어 이상 사용
상품명에 키워드 미사용 (모델 번호 사용시)
상품설명 Email 등록
상품에 한글 포함
상품설명 동일
상품설명 미기재
상품설명 링크 연결 오류
상품설명 HTML 오류
상품설명 표(table) 또는 차트 오류
상품설명 기타 오류
상품 등록 중복
상품설명에 외부 링크 연결

-상품 제한 단어

제한품목등록 (약품, 성인용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 등록 (상품, 저작권, 특허권 침해)

-상품 이미지
이미지에 email 기입
이미지에 한글 포함
이미지 미등록
이미지 오류/이미지 깨짐
이미지 부적합1 : 상품 확인 불가
이미지 부적합2 : 상품 사진 부적절
이미지에 연락처 기입 상품이미지
에 타사이트 주소 기입

-회사소개
회사소개에 연락처 등록
회사소개에 한글 포함
회사소개에 링크 연결 오류
회사고개에 외부 링크 연결
업체명에 email 등록

-기타
상품설명과 회사소개에 email 등록 H
idden Text(상품설명에 텍스트 숨김)
상품 및 회사소개 외부 링크 연결

3.4.1. 상품 삭제/비공개 방법

3. 상품 등록부터 삭제까지
3.4. 상품 삭제/비공개

생산 중단, 판매 중단 등의 이유로 상품 삭제를 원할 경우 [My tradeKorea > My Products > Manage Product]에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삭제하면 tradeKorea.com, 온라인전시관, 미니사이트에서 상품이 보이지 않게 되며 영구적으로 삭제 됩니다.

▶ 상품 리스트 또는 상세 화면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 하면 영구적으로 삭제 됩니다.

다시 판매 하시려면 재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비공개를 하시면 tradeKorea.com의 검색 결과에 노출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적용 중]를 클릭하시면 공개로 변경됩니다.

Table of Contents Information

4. 간편한 결제로 소액수출을 하고 싶다면
1.

온라인 소액결제 상품
1.

T K Pay 서비스(샘플소액결제서비스)란

2.

T K Pay 서비스 가입

3.

셀러 Price Offer 등록

4.

바이어 상품 주문

4. 간편한 결제로 소액수출을 하고 싶다면
4.1. 온라인 소액결제 상품

4.1.1. TK Pay 서비스(샘플소액결제서비스)란

tradeKorea는 바이어가 신용카드로 샘플 등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TK Pa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K Pay 서비스를 통해 tradeKorea.com내에서 간편 결제를 통한 샘플 수출입이 가능하며, 이용을 위해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TK Pay 서비스에 가입하고 상품을 등록하여 tradeKorea를 통해 직접 소액 수출을 달성하세요.

▶ 국문사이트의 [마케팅서비스 > 소액결제] 메뉴로
이동하여 TK Pay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세요.

▶ TK Pay는 tradeKorea.com 회원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수출거래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입니다.
TK Pay 서비스에 가입하여 안전한 무역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4.1.2. TK PAY 서비스 가입

4. 간편한 결제로 소액수출을 하고 싶다면
4.1. 온라인 소액결제 상품

tradeKorea는 바이어가 신용카드로 샘플 등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TK Pa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K Pay 서비스를 통해 tradeKorea.com내에서 간편 결제를 통한 샘플 수출입이 가능하며, 이용을 위해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TK Pay 서비스에 가입하고 상품을 등록하여 tradeKorea를 통해 직접 소액 수출을 달성하세요.

▶ 국문사이트의 [마케팅서비스 > 소액결제] 메뉴로
이동하여 TK Pay 서비스 가입 버튼을 클릭 후 서비스에 가입 하세요.
서비스 가입 후 가맹점심사가 완료 된 후에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4.1.3. 셀러 Price Offer 등록

4. 간편한 결제로 소액수출을 하고 싶다면
4.1. 온라인 소액결제 상품

tradeKorea는 Seller와 Buyer간에 협의 된 구매 조건을 Price Offer를 통해 공유하고 구매까지 연결시켜 줍니다.
Seller는 특정 Buyer에게 적용 할 상품가격 및 배송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Buyer가 확인 후 주문 및 결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Seller는 로그인 후 My tradekorea > My Sales > Manage Price Offer 메뉴에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Price Offer는 등록 후 일주일간 유효 하며
일주일이 지나면 파기되어, 목록에서 삭제 됩니다.

금액은 USD 기존으로 입력해야 하며
Buyer는 배송비가 포함 된 금액을 결제 합니다.

4. 간편한 결제로 소액수출을 하고 싶다면
4.1. 온라인 소액결제 상품

4.1.4. 바이어 상품 주문

tradeKorea는 Seller와 Buyer간에 협의 된 구매 조건을 Price Offer를 통해 공유하고 구매까지 연결시켜 줍니다.
Buyer는 Seller에게 받은 Price Offer의 가격 및 배송정보를 확인 후 주문 및 결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Buyer는 로그인 후 My tradekorea > My Order > Recived Price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Price Offer는 등록 후 일주일간 유효 하며
일주일이 지나면 파기되어, 목록에서 삭제 됩니다.
이미 주문이 완료 된 Price Offer도 목록에서 삭제 됩니다.

Seller에게 받은 Price Offer 내용 확인 후 Buy Now 버튼을 클릭 하시면
주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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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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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검색 방법

1.

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

2.

온라인 전시관을 통한 상품 검색

3.

키워드 검색

6.
1.

신뢰 있는 기업 선택 방법
신뢰 있는 기업 선택 방법

5.1.1. GBMS(Global Business Matching Service) : GBMS 신청하기(1/2)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1. GBMS

tradeKorea.com에서는 GBMS(Global Matching Service)를 운영,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국내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안전한 거래를 알선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바이어 대상입니다.

▶ GBMS 신청을 원하실 경우 메인 화면의

tradeKorea Service 메뉴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GBMS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VIB 신청 시 가급적 모든 항목을 입력하여 매칭 확률
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가 많을수록 효과적인 Matching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1.1. GBMS(Global Business Matching Service) : GBMS 신청하기(2/2)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1. GBMS

GBMS 매칭팀에서 최적의 회사를 매칭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매칭 결과를 확인하고 거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5.2.1. VIB(Visiting Buyer Matching Service) : VIB 신청하기(1/2)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2. VIB

VIB 서비스는 한국의 거래선 발굴 목적으로 한국 방문이 확정된 해외 바이어를 위해 트레이드코리아에서 바이어의 한국 방문 시 바이어 소싱
품목에 적합한 국내업체를 소개하고 국내업체와의 미팅 및 공장 방문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 VIB 신청을 원하실 경우 메인 화면의

tradeKorea Service 메뉴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VIB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VIB 신청 시 가급적 모든 항목을 입력하여 매칭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가 많을수록 효과적인 Matching 결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2.1. VIB(Visiting Buyer Matching Service) : VIB 신청하기(2/2)

Application Result 탭에서 VIB 신청 내역 및 진행 상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에 대하 처리 결과는 별도의 연락을 통해 안내 됩니다.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2. VIB

5.3.1. RFQ(Request for Quotation) : RFQ 신청하기 (1/3)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3. RFQ

RFQ 서비스는 바이어가 소싱을 원하는 구매품목에 대해 다수의 셀러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소싱정보가 명확할수록, 셀러
로부터 가장 좋은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RFQ 신청을 원하실 경우 메인 화면의

tradeKorea Service 메뉴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RFQ신청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RFQ 신청 시 가급적 모든 항목을 입력하여 매칭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가 많을수록 효과적인 Matching 결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3.1. RFQ(Request for Quotation) : RFQ 신청하기 (2/3)

받은 RFQ는 [My tradeKorea > My RFQ > Received RFQ]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받은 RFQ 내용 확인 후 발송자에게 회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 RFQ 상세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발송자에게 답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이 만료 된 RFQ는 목록에 Expired
표시되며,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다.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3. RFQ

5.3.1. RFQ(Request for Quotation) : RFQ 신청하기 (3/3)

보낸 RFQ는 [My tradeKorea > My RFQ > Sent RFQ]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낸 RFQ 내용 확인 및 회신 목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RFQ 상세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신자로 부터 회신 된 목록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3. RFQ

5.3.1. RFQ(Request for Quotation) : RFQ 신청하기 (2/2)

Application Result 탭에서 VIB 신청 내역 및 진행 상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내역에 대하 처리 결과는 별도의 연락을 통해 안내 됩니다.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3. RFQ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2. Buying Leads

5.4.1. Buying Leads 등록 및 관리 (1/2)

바이어는 셀러에게 Inquiry를 받기 위한 Buying Leads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Buying Leads를 등록하면 다수의 Inquiry를 받을 수 있습니다.
Buying Leads 등록은 [My tradeKorea > My Buying Leads]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조건에 맞는 셀러와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My Buying Leads에서 [Add a New Buying Leads] 버튼을 클릭하세요.

◀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세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 할 수록 많은 셀러에게 Inquiry
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2. Buying Leads

5.4.1. Buying Leads 등록 및 관리 (/2)

바이어는 셀러에게 Inquiry를 받기 위한 Buying Leads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Buying Leads를 등록하면 다수의 Inquiry를 받을 수 있습니다.
Buying Leads 등록은 [My tradeKorea > My Buying Leads]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조건에 맞는 셀러와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My Buying Leads에서 [Add a New Buying Leads] 버튼을 클릭하세요.

◀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세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 할 수록 많은 셀러에게 Inquiry
를 받을 수 있습니다.

5.4.1. Buying Leads 등록 및 관리 (2/2)

My Buying Leads의 Received Offer 목록에 셀러로 부터 받은 오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오퍼는 My Inquiry 메뉴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2. Buying Leads

5.5.1. 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 (1/2)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3. 상품 검색 방법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쉽게 찾고자 한다면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 모든 화면 상단에 통합 검색 입력 박스에 원하는 상품

명을 입력하여 검색을 합니다.

▶ 검색 결과 화면에서 검색어에 해당하는

통합 결과가 나타납니다.

5.5.1. 검색을 통한 상품 검색 (2/2)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3. 상품 검색 방법

▶ 원하는 상품을 찾은 경우 [send inquiry] 버튼을

클릭하면 셀러에게 Inquiry를 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Minisite]
를 클릭하여 회사 정보를 보거나, Company탭
을 클릭하여 회사 상세 정보를 확인 후 Inquiry
를 보낼 수 있습니다.

5.5.2. 온라인 전시관을 통한 상품 검색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3. 상품 검색 방법

tradeKorea에서는 트랜드, 이슈화 되는 상품 등 주제를 모아서 [Online Exhibi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rvice > Online Exhibition]을 통해 언제든지 방문 할 수 있습니다.

▶ Online Exhibition은 tradeKorea에서 주제를 가지고 tradeKorea
회원들의 무역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한국의 신뢰
있는 기업들의 상품을 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뢰 있는 거래를 원하신다면 Online Exhibition에 방문해 보세요.

5.5.3. 키워드 검색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3. 상품 검색 방법

tradeKorea.com의 [통합검색]은 입력한 키워드와 연관 된 Product, Buying Leads, Company 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화면 상단에 통합 검색 입력 박스에 원하는 키워드

를 입력하여 검색을 합니다. 또한 인기검색어를 제공합니다.

5.6.1. 신뢰 있는 기업 선택 방법 (1/1)

5. 바이어 활동을 위한 도움을 원한다면
5.4. 신뢰 있는 기업 선택 방법

각 회원님들의 안전하고 신뢰 있는 거래를 위해 tradeKorea.com에서 회원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년차 및 인콰이어리 응답율, 한국 무역을 대표하는 KITA회원사, 전 세계 기업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DUNS Number 회원
사, ISO, GMP, HALAL 등의 인증마크를 제공하여 셀러와 바이어 간의 신뢰를 형성 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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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면
1.

상품 구매 및 결제하기

1.

구매요청 인콰이어리 발송 (Buyer)

2.

Price Offer 발송 (Seller)

3.

Price Offer 수신 및 구매하기 (Buyer)

4.

주문서 작성 및 결제하기 (Buyer)

5.

주문확인 (Seller)

6.

결제취소 (Buyer)

6.1.1. 구매요청 인콰이어리 발송 (Buyer)

6.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면
6.1. 상품 구매 및 결제 하기

tradeKorea는 Seller와 Buyer가 소통할 수 있도록 Inquiry 및 Send Message 기능을 제공 합니다.
Buyer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정보를 확인 후 Inquiry 또는 Send Message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의 Seller에게 구매 의사를 전달 합니다.

6.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면
6.1. 상품 구매 및 결제 하기

6.1.2. Price Offer 발송 (Seller)
tradeKorea는 Seller와 Buyer간에 협의 된 구매 조건을 Price Offer를 통해 공유하고 구매까지 연결시켜 줍니다.

Seller는 특정 Buyer와 협의 된 상품가격 및 배송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Buyer가 확인 후 주문 및 결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Seller는 로그인 후 My tradekorea > My Sales > Manage Price Offer 메뉴에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Price Offer는 등록 후 일주일간 유효 하며
일주일이 지나면 파기되어, 목록에서 삭제 됩니다.

금액은 USD 기존으로 입력해야 하며
Buyer는 배송비가 포함 된 금액을 결제 합니다.

6.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면
6.1. 상품 구매 및 결제 하기

6.1.3. Price Offer 수신 및 구매하기 (Buyer)
tradeKorea는 Seller와 Buyer간에 협의 된 구매 조건을 Price Offer를 통해 공유하고 구매까지 연결시켜 줍니다.
Buyer는 Seller에게 받은 Price Offer의 가격 및 배송정보를 확인 후 주문 및 결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Buyer는 로그인 후 My tradekorea > My Order > Recived Price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Price Offer는 등록 후 일주일간 유효 하며
일주일이 지나면 파기되어, 목록에서 삭제 됩니다.
이미 주문이 완료 된 Price Offer도 목록에서 삭제 됩니다.

Seller에게 받은 Price Offer 내용 확인 후 Buy Now 버튼을 클릭 하시면
주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6.1.4. 주문서 작성 및 결제하기 (Buyer)
주문서 작성 후 NEXT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진행 됩니다.
선택한 상품의 결제 금액을 확인 하시고 결제수단 및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하면 결제가 완료 됩니다.
결제 완료 후 구매 내역은 my tradeKorea> My Order> Order History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면
6.1. 상품 구매 및 결제 하기

6.1.5. 주문확인 (Seller)

6.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면
6.1. 상품 구매 및 결제 하기

Seller는 주문내역 확인 후 상품 발송완료 및 결제취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은 My tradeKorea > My Sales > Order History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ancellation/Refund 클릭 후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결제를 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Seller는 이미 상품이 발송된 경우에도 결제취소가
가능 합니다.
결제취소 내역은 Order History 목록에서 삭제되며,
Cancellation/Refund 메뉴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주문 상품 발송완료 처리 시 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셀러/바이어 모두 해당 발송
건에 대한 배송 추적이 가능 합니다.

6.1.6. 결제취소 (Buyer)
Buyer는 구매내역 확인 및 직접 결제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은 My tradeKorea > My Order > Order History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ancellation/Refund 클릭 후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결제를 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상품이 발송된 경우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Send Message 기능을 이용하여
Seller에게 결제취소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6.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싶다면
6.1. 상품 구매 및 결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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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콰이어리 관리를 원한다면
1.

인콰이어리 보내기
1.

인콰이어리 작성

2.

인콰이어리 확인

2.

인콰이어리 관리
1.

인콰이어리 스팸/삭제 방법

7.1.1. 인콰이어리 작성 (1/3)

7. 인콰이어리 관리를 원한다면
7.1. 인콰이어리 보내기

인콰이어리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거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셀러는 인콰이어리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는 인콰이어리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조건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한다. tradeKorea.com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콰이어리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상품 리스트에서 바이어가 셀러에게

Inquiry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상품 정보를 확인 후 바이어가 셀러에게

Inquiry를 보낼 수 있습니다.

7.1.1. 인콰이어리 작성 (2/3)

7. 인콰이어리 관리를 원한다면
7.1. 인콰이어리 보내기

▶ Buying Leads를 확인 후 셀러가 바이어에게

Inquiry를 보낼 수 있습니다.

▶ 회사 정보를 보고 Inquiry를 보낼 수 있습니다.

7.1.1. 인콰이어리 작성 (3/3)

Inquiry 작성 시 보유하고 있는 상품, 미니사이트 주소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항목 별로 정보를 자세하게 입력 할 수록 거래의 성공률은 높아집니다.

7. 인콰이어리 관리를 원한다면
7.1. 인콰이어리 보내기

7. 인콰이어리 관리를 원한다면
7.1. 인콰이어리 보내기

7.1.2. 인콰이어리 확인 (1/2)

▶ 받은 Inquiry는 [My tradeKorea > My Inquiries > Received Inquiries]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보낸 Inquiry는 [My tradeKorea > My Inquiries > Sent Inquiries]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7. 인콰이어리 관리를 원한다면
7.1. 인콰이어리 보내기

7.1.2. 인콰이어리 확인 (2/2)

▶ 받은 Inquiry는 [My tradeKorea > My Inquiries > Received Inquiries]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주고 받는 인콰이어리는 대화형 UI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메시지 외에도

대화창에 상품 및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7.2.1. 인콰이어리 스팸/삭제 방법 (1/2)

7. 인콰이어리 관리를 원한다면
7.2. 인콰이어리 관리

원치 않는 Inquiry 또는 무분별한 광고성 Inquiry는 스팸 신고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받은 Inquiry 리스트 또는 상세 화면 하단에 [Trash] [Spam]버튼을 클릭 하여
선택 한 Inquiry를 스팸 신고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7.2.1. 인콰이어리 스팸/삭제 방법 (2/2)

7. 인콰이어리 관리를 원한다면
7.2. 인콰이어리 관리

스팸으로 신고 할 경우 Inquiry와 보낸 사람에 대한 스팸 분류 신고를 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팸 또는 휴지통으로 보낸 Inquiry는 언제든지 Received Inquiry list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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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니사이트 운영 방법
1.

도메인 생성
1.

2.

도메인 만들기

미니사이트 구성
1.

디자인 선택하기

2.

메인 화면 디자인 하기

3.

상품 메뉴 관리

4.

기타 정보 관리

8.1.1. 도메인 만들기

8. 미니사이트 운영 방법
8.1. 도메인 생성

미니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보 등록 후 도메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니사이트는 자유롭게 상품과 회사를 홍보 할 수 있으며, tradeKorea.com에서는 편리한 운영을 돕기 위해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y tradeKorea > Minisite]로 이동하여 원하시는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시고 [도메인 중복 체크]를 클릭하여 중복 체크를 해주세요.
회사명 또는 상품명과 연관 있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8.2.1. 디자인 선택하기

8. 미니사이트 운영 방법
8.2. 미니사이트 구성

tradeKorea.com은 미니사이트 운영을 돕기 위해 최소 3개의 디자
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미니사이
트를 구성하세요. (무역협회 회원사는 12개의 디자인 제공)

미니사이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 회사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야 합니다. 각 정보는 [My tradeKorea] 메뉴를 통해서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2.2. 메인 화면 디자인 하기 (1/3)

8. 미니사이트 운영 방법
8.2. 미니사이트 구성

미니사이트 디자인을 선택한 후 콘텐츠(상품 배너,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tradeKorea.com에서 제공하는 툴(Tool)을 사용하세요.

▶ 미니사이트 상품관리 [Minisite > Product Management] 기능을
통해 상품 그룹 을 만드세요. 미니사이트 메인에 상품을 구성하기
위한 상품그룹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미니사이트에 공개 할
상품을 선택 후 [Set Order]를 클릭하면 미니사이트에 적용됩니다.

▶ 상품 그룹은 카테고리별, 신규상품, TK Pay 상품 등 회원이
자유롭게 그룹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8.2.2. 메인 화면 디자인 하기 (2/3)

8. 미니사이트 운영 방법
8.2. 미니사이트 구성

▶ 메인 화면 영역마다 상품 또는 배너를 삽입합니다.
영역을 표시할 제목은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역은 상하 이동을 하여 재배치 할 수 있습니다.

▶ 앞서 만들어 놓은 상품그룹을 이용하여 원하는 영역에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배치 할 수 있습니다.

8.2.2. 메인 화면 디자인 하기 (3/3)

회사의 Identity를 나타내는 메인 이미지는 tradeKorea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툴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Upload From My PC]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Select From Image Pool]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미니사이트 운영 방법
8.2. 미니사이트 구성

8. 미니사이트 운영 방법
8.2. 미니사이트 구성

8.2.3. 상품 메뉴 관리하기

[My tradeKorea > My Products]에 등록된 상품은 [Minisite > Product Management]에서 새롭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 상품 등록은 반드시 [My tradeKorea > My Products]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 미니사이트 상품을 구성하려면, 먼저 상품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 상품 그룹은 Products 화면에서 [Category]로 구분하여

Display 됩니다. 그룹별 상품 구성은 자유롭게 추가 및 삭제
할 수 있으며, 상품 삭제는 해당 상품 그룹에서 제외되는 것
을 의미 합니다.

8.2.4. 기타 정보 관리

8. 미니사이트 운영 방법
8.2. 미니사이트 구성

미니사이트에서 사용 할 회사정보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Profile > Company Information에 등록

된 기본 회사 정보와 다르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회사 홍보를 위한 동영상 등록, 회사 소
개 글 그리고 회사 연혁 등 다양하게 구
성해보세요.
단, 미니사이트에서 입력된 회사 정보는
[Profile > Company Information]에
자동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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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웹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1.

Contact Us
9.1.1 Contact Us 이용 방법

9.1.1. Contact Us 이용 방법

9. 웹사이트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9.1. Contact Us

tradeKorea.com 이용에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Contact Us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 할 수 있습니다.

[Supports > Contact Us] 화면으로 이동하신 후 카테고리에서 문의 하실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모든 문의사항은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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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식 받기
1.

Newsletter 서비스

10.1.1 Newsletter 서비스

10.1.1. Newsletter 서비스

10. 소식 받기
10.1. Newsletter 서비스

tradeKorea는 정기적으로 유망 상품 또는 tradeKorea 관련 소식을 제공합니다. 재미있는 이벤트 진행, 무역 관련 주요 뉴스, 각종 주요
서비스 안내 및 tradeKorea가 추천하는 상품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tradeKorea만의 흥미로운 뉴스를 직접 받아보세요.
Newsletter는 무료 서비스이며, tradeKorea 첫화면 하단에 이메일주소 입력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 합니다.

tradeKorea.com 회원은 [My tradeKorea > My Accounts > Profile]에서 Newsletter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Subscription Settings 설정에서 Newsletter 항목에 Yes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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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y tradeKorea] 메뉴 사용 방법
1.

[My tradeKorea] 메뉴 사용 방법
11.1.1 [My tradeKorea] 메뉴 사용 방법

11.1.1. [My tradeKorea] 메뉴 사용 방법 (1/2)

11. [My tradeKorea] 메뉴 사용 방법
11.1. [My tradeKorea] 메뉴 사용 방법

My tradeKorea 메뉴는 tradeKorea.com 내에서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한 Seller와 Buyer의 메 뉴는 각기 다릅니다.
Buyer는 My Inquires, My Buying Leads, My Order 등 구매 활동에 필요한 메뉴가 제공 됩니다.

Buyer

My tradeKorea 메뉴는 tradeKorea.com 내에서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한 Seller와 Buyer의 메 뉴는 각기 다릅니다.
Seller는 기본 Buyer 메뉴와 더불어 판매를 위한 My Products, My Sales, My Reoprt, Minisite 메뉴가 추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특히, My Report에서는 통계 분석 리포트 (등록상품 인기순위, 상품을 클릭한 바이어 국가정보, 미니사이트 방문자 추이)를 제공합니다.

Seller

11.1.1. [My tradeKorea] 메뉴 사용 방법 (2/2)

11. [My tradeKorea] 메뉴 사용 방법
11.1. [My tradeKorea] 메뉴 사용 방법

My tradeKorea 메뉴는 tradeKorea.com 내에서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한 Seller와 Buyer의 메 뉴는 각기 다릅니다.
Buyer My tradeKorea 메뉴는 로그인 후 모든 화면의 우측 상단 My tradeKorea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My tradeKorea 메뉴는 tradeKorea.com 내에서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한 Seller와 Buyer의 메 뉴는 각기 다릅니다.
Seller My tradeKorea 메뉴는 로그인 후 모든 화면의 우측 상단 My tradeKorea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