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구매사

<< B2B 정산소 기능 >> 결제자금 지원을 통한 대금정산 기능 강화로 판매사와 구매사를 동시에 보호
③ 사이버거래(주문/납품/인수)
거래완료
① 약정체결

정책금리(3%/년)

30일

추가 20일

 30일 무이자를 기본으로 최대 50일까지 이용

② 한도제공
사이버거래소

구매사

시장사용료 0.15%

④ 거래완료
익일 대금지급

판매사

 0.15%~1.35%의 탄력적 수수료 적용

⑤ 대금상환(30일 무이자+α)

Ⅰ. B2B 회원가입 안내
1. 기본정보 입력
2. 등록심사 신청

.

별표(*) 항목은 필수입력 사항 입니다

3. 부가서류 등록(JPG, PDF 등 이미지 파일)
※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용 통장사본, 각종 인증서류

1. 기본정보 입력
2. 상세정보 입력

.

별표(*) 항목은 필수입력 사항 입니다

※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용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3. 가회원 가입완료(범용공인인증서 서명 필수!)

4. 표준조사표 입력

4. 한도신청(구매한도 설정 시 필요서류 별도구비)
Ⅱ. 승인절차 및 사후평가

1. 현금 약정 : 서류 심사 ⇒ 승인
2. 정산소 약정 : 한도 심사 ⇒ 승인(1일~1개월 이상 소요)

1. 1차 서류 심사
2. 2차 현장 실사
※ 확인서류 : 거래명세서/계산서 각 1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4대 보험 월별 납부확인서, 차량등록증 등

3. 승인

※ 담보 : 신용/예금/지급보증서/부동산 등 심사 평가 후 거래한도 부여

3. 사후평가 실시

※ 승인항목 : 회원상태, 그룹가입, 주 취급품목 승인

4. 사후평가 실시
*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 공인인증서는 인감도장(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B2B구매를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www.eat.co.kr
초기화면 공인인증서 클릭

▶ 발급기관 클릭!
(한국정보인증 ☎ 1577-8787)

▶ 사이버거래소전용
(11,000원) 신청하기

▶ 구비서류
* 자세한사항은 각 발급기관으로 문의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자 신분증 앞면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
대표 개인인감증명서 등 원본 1부

Ⅲ. 거래 사전 준비 단계(상품 등록)
1. 판,구매사 로그인 > 상품관리 > my 카달로그 등록
2. 신규등록 클릭 후 순서대로 입력

※ 별표(*) 항목은 필수입력 사항 입니다.

* 거래규격 ⇒ 상품 분류코드(기본정보) ⇒ 상품 분류코드(품질정보) ⇒ 하단 My 카달로그 등록 계속 ⇒ 등록자 카달로그
(상품정보 : 각종 인증정보, 브랜드, 출고지, 수확/포장 년일 등) ⇒ 등록

판매사

구매사

Ⅳ-1. 거래방식(정가매매)
1. 상품관리

1. 정가매매 클릭

2. my카탈로그

2. 출하자, 검색어로 구매상품 검색

3. 신규상품 등록 or 기 등록 상품 단가수정

3. 구매상품의 상품코드 클릭

4. 정가매매 가격정책에 체크확인!

4. 구매수량 입력, 입고지/결제방법(정산소, 현금결제)
선택 후 정가매매 구매하기 클릭

5. 정가매매 판매 준비 완료 ①
6. 주문관리 ⇒ 출고/납품 등록
(판, 구매사 관리자 정보 자동 생성) ③

* 현금거래는 선 입금 후 주문가능
② 5.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서명 ⇒ 주문완료
6. 주문관리 ⇒ 인수마감관리 ⇒ 일괄 인수마감

7. 거래완료

7. 거래완료

8. 사이버거래소 ⇒ 판매사로 정산 대금 입금(2일 이내)

8. 정산소(외상한도) 구매시 지정일 이내 거래대금 상환

Ⅳ-2. 거래방식(경매)
1. 경매등록

1. 경매목록

2. 판매 목록 상품선택 (수량, 단가 필수입력)

2. 공고번호-차수 클릭 or 해당 경매장 입장

3. 경매명, 낙찰결정방법, 낙찰방식 등 입력

3. 경매설명, 유의사항 확인 후 투찰 단가 입력

4. 등록 완료 ①

4. 투찰 ⇒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서명

5. 낙찰 후 ②

5. 낙찰자 : 경매참여목록 ⇒ 낙찰확인 ⇒ 주문내역 작성

* 직접낙찰 : 경매 마감 후 판매사가 낙찰자 선정
* 자동낙찰 : 경매 마감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선정
6. 주문관리 ⇒ 출고/납품 등록 ③
(판, 구매사 관리자 정보 자동 생성)
7. 거래완료 ⇒ 출고
8. 사이버거래소 ⇒ 판매사로 정산 대금 입금

⇒ 낙찰대금 입금 가상계좌 확인
* 당일 18:00까지 전액 입금 시 계약 성사
6. 자동 인수마감 완료 ⇒ 거래완료
7. 낙찰대금 전액 입금 후 출고지시서 출력 ⇒ 출고
* 정산소(외상한도)/현금약정 업체 모두 현금으로만
참여가능

Ⅳ-3. 거래방식(견적거래)
1. 메인화면 or 견적거래 ⇒ 받은 견적요청서
2. 견적요청번호 클릭 ⇒ 견적서 작성
3. 납품일자, 견적유효시간, 견적상품등록 및 견적단가입력
4. 견적서 발송②
5. 주문관리 ⇒ 출고/납품 등록 ③
(판, 구매사 관리자 정보 자동 생성)
6. 거래완료
7. 사이버거래소 ⇒ 판매사로 정산 대금 입금

1. 견적거래 ⇒ 견적요청 ⇒ 기본정보 입력
※ 견적서 자동발송의 경우 품목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판매사로 견적요청서와
SMS가 동시에 발송되오니, 업체지정 시 필히 확인바랍니다.

2. 견적요청 상품정보 중 우측 구매목록 상품선택
① 3. 등록

4. 견적거래 ⇒ 받은견적서 ⇒ 견적내용 확인 후 주문
* 정산소 결제 : 범용공인인증서 전자서명
* 현금결제(조곡) : 정산소>입금확인>조곡 한도 전환

5. 주문(결제완료)
6. 주문관리 ⇒ 인수마감관리 ⇒ 일괄 인수마감
7. 거래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