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와몰) 기존상품정보 등록 안내

1. 개요
본 선정정보등록은 기존 복지단과 계약되어 있는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체의 제품에 대한
선정용 전산등록 자료로 신규 차세대쇼핑몰 상품전시에 필요한 추가정보 등록입니다.
따라서 최초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에 대한 기초정보는 현재 계약된 정보를 기준으로
초기자료를 구축하였고 업체는 기간내 누락 및 상세한 정보 갱신이 필요합니다.

2. 기존상품 등록 추진계획
1. [기존]상품 정보 갱신 기간 : ＇19.9.6.(금) 08:30 ~ 9.17.(화) 17:30
- 문의전화는 일과시간(08:30~17:30)에만 가능
- 접속사이트: https://mmall.welfare.mil.kr/newenter/login_gov.do
※ 현재 운영중인 선정관리시스템 접속사이트는 해당사항 없으니 참고하세요.

※ 상품등록기간 후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니, 등록기간에 꼭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상품등록 절차는 다음페이지 ‘선정상품관리 [기존]상품등록 매뉴얼’ 참고
3. 등록관련 문의 : 02-2225-6880~1, 6345

◼ 기존상품 등록 방법
Ⅰ. 선정관리시스템 > 로그인(로그인 전)
접속사이트:
https://mmall.welfare.mil.kr/newenter/login_gov.do

※기존상품 등록기간 동안 제공되는 임시 접속사이트

☞ 선정관리체계 사이트 접속 > 회사 계정 로그인
* 아이디 : A(대문자)+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예)ID : A1234567890 / PW:1234567890

Ⅱ. 선정관리시스템 > 메인(로그인 후)
1. 선정 구분 [찾기] 선택 > ‘기존상품등록’ 선택
2. [업체정보] 선택 후 정보 입력 및 수정 (기본정보 및 추가정보)
3. [신청품목] 선택 후 상품정보 입력 및 수정 (기본정보 및 추가정보)
* 국군복지단 계약사항과 상품정보 확인 후 승인(단본부 쇼핑몰관리과, 사업지원과, 재정과)
4. [신청결과] 입력 상품에 대한 승인 진행상황 확인 가능
[그림 1. 선정관리체계 메인]

Ⅲ. 선정업체관리 > 업체정보
1.

등록 업체 정보 확인후 수정 필요시 수정
- 회사프로파일 항목 확인 및 수정
- 사업자등록증 첨부: pdf파일
- 담당자정보 항목 확인 및 수정

2.

이후 추가정보(제조업체) 등록 : 등록된 제조업체정보는 [신청품목] 추가등록 메뉴인
[제조업체정보]등록시 연동 정보임.

Ⅳ. 선정상품관리 > 신청품목
1.

등록 상품이 2개 이상의 옵션이 있는 경우,
- "옵션 있음"으로 선택하면, 1-1과 같이 [옵션등록] 버튼이 활성화됨
- 옵션 등록 버튼 선택 시, 옵션 등록 팝업이 노출됨
- 2개 이상의 옵션 입력 시, 팝업 우측 [추가]버튼을 선택하여 항목 추가 가능
★ 색상 / 사이즈 등이 있는 제품은 필수 입력 (제품 가격 동일)
ex) 블랙 / XL

2. 계약된 카테고리 선택하여 입력
ex) WA-MALL상품 > 패션의류 > 자켓

3.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 시 사용할 키워드입력
ex) 바람막이, 잠바, 점퍼, 봄점퍼

4. 시중 온라인 최저가 판매처 / 사이트 URL 입력 필수
5. 사이트에 노출할 상품 이미지 등록
- [이미지첨부] 버튼 선택 시, 5-1 이미지 등록 팝업 노출
5-1. 이미지 등록 팝업

☞이미지 적용예시 ‘붙임’ 참고

- 필수 이미지 등록 필요!!!
- 이미지 *.JPG 파일 등록 가능, 이미지 제작시 5-1번의 사이즈 가이드 참조
- “필수” 이미지는 모두 필요하므로 사이즈에 맞게 제작되어야 함
(사이즈가 다르거나, 용량이 1개 이미지가 500KB 초과시 등록 불가)
- 상품 정보제공고시 (법적 필수 정보)
- 팝업에서 이미지를 등록하더라도 상품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면 이미지는 저장되지 않음
6. 상품 설명 상세 정보에 노출됨
- “사진“을 선택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첨부 가능
- 웹에디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 정보 입력 가능
※ 에디터에 등록하는 이미지(

6 )또는 테이블의 가로(WIDTH)사이즈는 800px로 제작바랍니다.

7. 추가정보 등록 (필수입력항목)
-사양서, 서류정보, 제조업체정보, 인증서 및 서류증빙자료

[그림2. 선정상품정보 입력 화면]

Ⅳ. 선정상품관리 > 신청결과
※ 등록된 선정물품의 승인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신청한 상품목록은 심사진행 후 계약 승인까지 완료되었을 때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 노출 가능

1. 선정구분에서 상품 신청한 선정 선택 후 [조회] 버튼 선택 시, 등록한 상품 목록이 노출됨
- ”기존상품등록“ 선택
2. 신청한 상품들의 심사 진행상황 확인
- 심사 진행사항 : 대기중 / 승인 / 거절 / 업체확인요청
Ÿ

“대기중” : 심사 전 상태

Ÿ

“승인” : 상품 심사 승인 상태이며, 각 부서별 승인 완료되어야 계약 승인이 진행됨

Ÿ

“업체확인요청”의 경우, 선택 시 확인 요청 사항을 확인 가능하며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심사 요청할 수 있음

Ÿ

“거절”의 경우, 선택 시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은 재등록해야 승인 요청 가능

3. “상품명” 선택 시 상품정보 수정 화면이 나타남
[그림 3. 선정관리체계 > 신청결과]

[붙임] 이미지 정보 등록 적용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