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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Seler TK Pay 계약 및 서비스 신청

tradeKorea 샘플소액결제

tradeKorea 회원업체는 누구나 편리하게 수출거래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도록 결제 서비스(TK  P
ay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수출 업체가 tradeKorea를 통해 수출거래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페
이팔로 결제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제대행사인 ㈜엑심베이에 가맹점 가입 계약을 하셔야 합니
다. (https://www.eximbay.com)

계약 및 가맹점 가입

계약 및 가맹점 가입 신청은 kr.tradeKorea.com 사이트 접속 > 우대 서비스> TKpay >  
TK Pay 서비스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 엑심베이 가맹점 가입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
다. 가맹점 가입 신청 후 심사 및 승인이 완료 된 후에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
습니다.

문의처

계약 및 가맹점 가입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알파트너스 결제사업부
운영팀 T: 070-4367-3010



Buyer와 협의한 상품등록

• My tradeKorea > My Products > Add a New Products 에서 상품을 등록합니다.

• My tradekorea > Sales > Manage Price Offer 에서 바이어와 협의한 가격정보를 입력합니다.

2_Seler PriceOffer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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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lect Product 버튼 클릭 후 특정
바이어와 협의한 상품을 선택 한다.

2. 바이어에게 적용 할 상품가격,배송
가격 및 배송정보를 입력 한다.

3. Search Buyer’s 버튼 클릭 후 대상
바이어 ID를 검색하여 적용 한다.

4. Submit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정
보를 저장하면 선택한 바이어게게
전송 된다.

바이어가 Offier 확인 후 주문/결제
를 완료 하면 Manage Price Offer  
목록에서 삭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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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와 협의한 상품내역

3_BuyerPriceOffer확인

1. Seller와 협의한 상품 및 가격 정보
를 확인 한다. 상품명 클릭 시 상세
화면으로 이동 한다.

2. 상품 주문/결제를 위해 화면으로
이동 한다.

3. Seller와 협의한 Price Offer를 삭제
한다.

4. Seller와 협의한 전체 Price Offer를
삭제 한다

5. Seller와 협의한 Price Offer 중 목
록에서 체크한 내역만 삭제한다.

※ Price Offer는 등록 후 일주일 동안
유효하며, 일주일이 경과 된 내역은 목
록에서 자동으로 삭제 된다.

• My tradeKorea > My Products > Received Price 에서 Seller와 협의한 상품내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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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와 협의한 상품주문 1

4_Buyer상품주문

1. Received Price 에서 Buy Now 버
튼 클릭 후 상품상세 화면으로이동
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다시
한번 확인 한다.(상품 금액은 본인
에게만 노출됨)

2. Destination 선택 후 Buy Now 버튼
을 클릭 하여 주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한다.

• My tradeKorea > My Products > Received Price 에서 Buy Now 버튼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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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와 협의한 상품주문 2

4_Buyer상품주문

1. Shipping Address 입력 후 Next 버
튼을 클릭 하여 온라인 결제 화면을
호출 한다.

2. 결제수단 및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입력 후 Next 버튼을 클릭 하여 결
제를 진행 한다.

3. 결제수단 및 인증정보가 일치 할 경
우 최종 결제금액 확인 및 동의여부
체크 후 Next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
를 완료 한다.

• 배송 정보 입력 및 결제를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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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와 협의한 상품주문 3

4_Buyer상품주문

1. 결제 결과 메시지를 확인 후 Next  
버튼을 클릭 하면 결제완료 화면으
로 이동 한다.

2. 주문내역 확인 후 Order History 버
튼을 클릭하면 주문 상세 조회 화면
으로 이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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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완료 및 결제내역을 확인 합니다.



Order History주문내역관리

5_Buyer 주문내역관리

1. 주문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 상
세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2. 셀러에게 메시지를 발송한다.(마이
페이지에서 발송 및 답변 내용을 확
인 하실 수 있다.)

3. 주문취소 팝업이 호출되며,취소사
유선택 후 5번 Confirm 버튼 클릭
시 주문취소 및 환불 처리가 완료
된다.

상품발송 이전에만 주문취소가 가
능하며, 취소주문은 Cancellation/  
Refund 메뉴에서 조회 한다.

4. 셀러에게 주문관련 문의 내용을 작
성 후 Submit 버튼을 클릭 하면 메
시지가 전송 된다.

• My tradeKorea > My Order > Order History 에서 주문내역 확인 및 취소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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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Seler 주문내역관리

Order History주문내역관리

• My tradekorea > Sales > Order History 에서 주문내역 확인 및 취소/ 배송 관리를 합니다.

1. 주문번호를 클릭하면 주문 상세내
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상품을 발송 할 경우 Invoice No.  
입력 후 Shipment Completed버튼
을 클릭하면 주문상태가 Shipment  
Completed 로 변경 됩니다.

3. Invoice No.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주문상태가 Shipment Completed
일 경우 배송추적이 가능합니다.

5. 주문취소 팝업이 호출되며, 취소사
유선택 후 Confirm 클릭 시 주문취
소 및 환불 처리가 완료 됩니다.

상품발송 전에는 바이어도 직접주
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주문은 Cancellation / Refund
메뉴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6. 구매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
습니다.(마이페이지에서 발송 및 답
변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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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내역 확인

https://merchant.eximbay.com:13000/backoffice/common/login.do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정산내역 메뉴에서 확인

• 정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 케이알파트너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케이알파트너스 결제사업부 운영팀/EXIMBAY 서비스 운영팀

E-mail : online@eximbay.com

대금지급일

대금지급방법

서비스수수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거래를 익주 금요일 지급( 결제수수료 공제 후 지급)

국내은행 원화 계좌, 각 가맹점 정산 시 정산 시점 3일 전 “ KEB하나은행 전신환 받

으실 때“ 를 적용해 KRW 정산

VISA, MASTER, JCB, UnionPay : 2.6%(부가세 포함)

Paypal : 4.29%

배송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거래 – 정산 지급 보류

USD 1,000 이상 거래 에스크로 적용

에스크로란?

USD 1,000이상 거래 건에 한해 Buyer의 물품수령 확인 후, 결제대금이 지급되는

서비스로 Buyer가 tradeKorea에 로그인하여, “물품수령확인”을 클릭하지 않는 경우,

해외배송을 감안하여 승인일 15일 이후 대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7_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