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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포탈
(MAIN)구성

1. 수출입 물류포탈 (MAIN)  

수출입 물류포탈(MAIN)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구성 내용과 기능을 소개합니다.

나. 한국무역협회(KITA.NET) 상단 공통메뉴

라. 물류포탈 주요 4개 서비스의 메뉴
(* 일부 메뉴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바. 자주 찾는 4개 서비스의 메뉴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아. 물류뉴스 및 물류동향

다

라

마

바

자

가 나

가. KITA.NET(한국무역협회) 로고

다. 물류포탈 서비스 관련 이미지 롤링

마.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메뉴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사. 국가별 물류 동향 관련 서비스 연계

자. 물류포탈 관련 연계 기관

수출입 물류포탈(MAIN) 화면 구성 및 바로가기

사 아

https://www.kita.net/mberJobSport/logis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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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포탈
(MAIN)구성

수출입 물류포탈(MAIN) 화면 구성 및 바로가기

가. KITA.NET(한국무역협회) 로고

KITA.NET(한국무역협회) 로고를 클릭하면 KITA.NET (한국무역협회) 홈으로 이동합니다.

나. 한국무역협회(KITA.NET) 상단 공통메뉴

KITA.NET(한국무역협회)의 주요 메뉴를 모아서 보여주며, 원하는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 물류포탈 서비스 관련 이미지 롤링

등록된 물류포탈 서비스 관련 이미지가 일정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롤링되며 움직이며,

각각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물류포탈 제공 서비스의 메뉴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라. 물류포탈 주요 4개 서비스의 메뉴

(1) 시장참고운임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메뉴를 클릭하면, ‘시장참고운임’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상세설명 PAGE 참조)

(2) 수출입물류현장컨설팅

메뉴를 클릭하면, ‘수출입물류현장컨설팅 안내’ 화면으로 이동하며, 본 화면에서
‘수출기업 참여신청’, ‘컨설턴트 모집’ 화면으로 이동하여 기업/컨설턴트 참여 신청을
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상세설명 PAGE 참조)

(3) 수출입물류매뉴얼

메뉴를 클릭하면, ‘수출입물류매뉴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상세설명 PAGE 참조)

(4) 한국화주협의회

메뉴를 클릭하면, ‘한국화주협의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상세설명 PAGE 참조)

마.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메뉴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의 각 6단계 메뉴에 대한 바로가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단계별 메뉴에 마우스 오버 시, 해당 단계의 메뉴가 사이즈업(강조) 되며 마우스 클릭 시, 
해당 단계의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상세설명 PAGE 참조)

바. 자주찾는 4개 서비스 메뉴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마.의 상세 서비스 중 이용률 높은 서비스에 대한 바로가기 서비스 제공합니다.

사. 국가별 물류 동향
국가별 물류 동향 관련 실시간 정보 연계를 위한 서비스 바로가기 기능 제공

아. 물류뉴스 및 물류동향

‘물류뉴스’와 ‘일일물류동향’ 정보제공 게시판의 최신 게시글(5개까지)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으로 바로가기 ( )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탭 메뉴를( ) 클릭하면 해당 게시판의 최신 게시글(5개까지)

목록으로 전환됩니다. (메뉴 상세설명 PAGE 참조)

자.  물류포탈 관련 연계기관

물류포탈 과 관련된 연계기관을 안내하며, 로고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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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뉴 구성
(KITA.NET)

• 수출입 물류포탈 홈 (MAIN) 

• 물류 뉴스

• 물류 자료실

• 일일 물류동향

• 국가별 물류정보

• 한국화주협의회

• 수출입 물류 매뉴얼

•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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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메뉴 구성 (KITA.NET)

가. 수출입 물류포탈 홈 (MAIN) 

나. 물류 뉴스

다. 물류 실무 정보

라. 일일 물류동향

마. 국가별 물류정보

바. 한국화주협의회

사. 수출입 물류 매뉴얼

아.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소개

수출입 물류포탈의 메뉴는 한국무역협회(KITA.NET)의 상단 메뉴에서 회원/업무지원 > 수출입 물류포

탈 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membership 전용 메뉴는 제외)

물류포탈 홈

물류 뉴스

물류 자료실

일일 물류동향

국가별 물류정보

한국화주협의회

수출입물류매뉴얼

물류포탈

물류 뉴스

물류 자료실

일일 물류동향

국가별 물류정보

한국화주협의회

수출입물류매뉴얼

수출입물류현장컨설팅 소개

2. 메뉴구성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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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포탈 홈 (MAIN) 

한국무역협회(KITA.NET)의 상단 메뉴에서 회원/업무지원 > 수출입 물류포탈 클릭하면, 수출입 물류포

탈 (MAIN)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 수출입 물류포탈 홈 (MAIN) 

(※자세한설명은수출입물류포탈(MAIN) 화면구성 ( 4-5  PAGE ) 페이지의상세설명을참고하십시오. )

2. 메뉴구성
(KITA.NET)

https://www.kita.net/mberJobSport/logis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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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뉴스

나. 물류뉴스

2. 메뉴구성
(KITA.NET)

(1) 검색 기능 - 게시글 중 조회 기간, 분류명, 제목 (키워드) 을 설정하여,  원하는 조회 조건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1-1)분류명(7개) : 공지사항, 보도자료, 하협활동, 행사/세미나,공통, 해운, 항공

(2) 물류 뉴스 게시글 - 게시글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 게시글의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1)인쇄,스크랩 기능 : 원하는 게시글을 인쇄, 스크랩 (SNS/메일) 할 수 있습니다.

1

1-1

2

2-1

공지사항, 보도자료, 하협활동, 행사/세미나, 공통, 해운, 항공의 주제와 관련된, 물류정보 뉴스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류뉴스

물류뉴스

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board/list.do?boardGubu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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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다. 물류자료실

(1) 검색 기능 - 물류실무강좌 게시글 중 조회 기간, 분류명, 제목 (키워드) 을 설정하여, 원하는 조회

조건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1-1)분류명 (4개): 조사연구, 세미나/설명회,물류정책 및 일반, 항만 및 공항

(2) 물류실무강좌 게시글 - 게시글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의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1)인쇄,스크랩 기능 : 원하는 게시글을 인쇄, 스크랩 (SNS/메일) 할 수 있습니다.

2. 메뉴구성
(KITA.NET)

1

2

물류자료실

물류자료실

물류자료실

조사연구, 세미나/설명회, 물류정책 및 일반, 항만 및 공항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물류 정보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1

2-1

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board/list.do?boardGubun=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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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물류동향

라. 일일물류동향

(1) 검색 기능 - 조회 기간,  제목(키워드)을 설정하여, 원하는 조회 조건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입물류 일일 동향 게시글 - 게시글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의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1)인쇄,스크랩 기능 : 원하는 게시글을 인쇄, 스크랩 (SNS/메일) 할 수 있습니다.

(2-2)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파일(PDF)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메뉴구성
(KITA.NET)

1

2

코로나19 관련한 수출입 물류의 동향을, 일자별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1
2-1

2-2

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board/list.do?boardGubun=web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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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물류정보

마. 국가별 물류정보

(1) 검색 기능 - 조회 기간,  제목(키워드)을 설정하여, 원하는 조회 조건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별 물류정보 게시글 - 게시글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의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1)인쇄,스크랩 기능 : 원하는 게시글을 인쇄, 스크랩 (SNS/메일) 할 수 있습니다.

(2-2)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파일(PDF)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메뉴구성
(KITA.NET)

해외 /국가별 수출입 물류 동향과 물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2

1

2-1

국가별 물류정보

국가별 물류정보

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board/list.do?boardGubu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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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주협의회

바. 한국화주협의회

(1) 탭 선택 – 원하는 정보의 탭을 클릭하면, 선택한 정보를 설명하는 상세화면으로 전환됩니다.

2. 메뉴구성
(KITA.NET)

한국화주협의회에 대한 소개, 연혁, 조직, 주요사업, 찾아오시는 길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https://www.kita.net/mberJobSport/shippers/krShippersCouncil/distribution_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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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매뉴얼

사. 수출입 물류매뉴얼

(1) 첫번쨰 탭 선택 (수출입물류 단계)

수출입물류 프로세스를 6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원하는 단계의 탭을 클릭하면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와 서비스가 두번째 탭에 세분화되며 화면이 전환됩니다.

(2) 두번째 탭 선택 (수출입물류 각 단계의 절차 및 서비스)

원하는 절차 및 서비스의 탭을 클릭하면, 선택한 정보를 설명하는 상세화면으로 전환됩니다.

(3) 매뉴얼 설명 확인

(1),(2)에서 선택한 단계-절차/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메뉴구성
(KITA.NET)

수출입 물류의 단계/절차별 실무 정보를 설명한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분류별 탭 선택을 통해 원하는 매뉴

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물류플랫폼(MEBERSHIP 전용/  19  PAGE 참조 )의 메뉴 서비스와 연계하여 확인하면 좋습니다.  )

1

2

3

[개념 상세 설명]

https://www.kita.net/mberJobSport/logist/trnsBusiManual/transportMnl_1_1.do


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15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물류컨설팅 소개

아.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소개

(1) 수출입 물류 현장컨설팅 소개

(2) 수출기업 참여 신청

버튼 클릭 시, 수출기업 참여 신청 (컨설팅 신청) 하는 화면(24 PAGE 참조)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한 회원사만 신청 가능) 

(3) 컨설턴트 모집

버튼 클릭 시, 컨설턴트 모집 (컨설턴트 등록) 하는 화면(25 PAGE 참조)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한 회원사만 등록 가능) 

2. 메뉴구성
(KITA.NET)

무역협회에서 서비스하는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출기업 참여 신청 (컨설팅 신청), 컨설턴트 모집 (컨설턴트 등록) 화면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1

[수출입물류 현장컨설팅 소개]

2 3

https://www.kita.net/mberJobSport/logist/consult/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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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포탈

간편 매뉴얼

3. 메뉴 구성
(MEMBERSHIP 전용)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1)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STEP1. 수출물품 준비
STEP2. 국내운송
STEP3. 수출통관
STEP4. 국제운송
STEP5. 수입통관
STEP6. 현지운송

(2) 유관기업/기관 전체보기

(3) 연계 서비스 검색

• 수출입물류현장컨설팅

(1) 수출기업 참여신청

(2) 컨설턴트 모집

(3) 컨설턴트 참여현황

• 수출입 물류지원

(1) 수출입 물류 상담

(2) 물류실무정보



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17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1. 메뉴 구성 (MEMBERSHIP)    ①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가.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나.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다. 수출입 물류지원

물류포탈의 MEMBERSHIP 전용 메뉴는 물류포탈 홈(MAIN)의 메뉴 (*일부 메뉴)

또는 MEMBERSHIP SERVICE > 무역실무지원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 STEP1. 수출물품 준비
- STEP2. 국내운송
- STEP3. 수출통관
- STEP4. 국제운송
- STEP5. 수입통관
- STEP6. 현지운송/인도

유관기업/기관 전체보기

연계 서비스 검색

수출입 물류 현장 컨설팅

컨설팅 신청

컨설턴트 모집

컨설턴트 결과등록

수출입물류지원

수출입물류상담

물류실무정보

1

가 나 다

3. 메뉴구성
(MEMBERSHIP)



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18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수출입물류 종합플랫폼

수출입 물류 절차에 따라, 물류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류 프로세스 흐름에 따른 단계별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기관을 URL 링크 또는 상세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1)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 수출입 물류 절차에 따라 6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별 제공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연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유관기업/기관 전체보기 – 수출입 물류 절차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연계 서비스 검색 – 연계기관/기업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검색 화면을 제공합니다.

1 2



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19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수출입 물류 절차에 따라 6단계로 구성하고, 각 단계별 제공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연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출입 물류 단계 선택 (6단계)        단계별 세부 내용 확인 및 선택 세부내용 별 서비스 제공 의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가-(1).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1) 단계 선택 – 수출입 물류 단계 (6단계) 중 원하는 단계에 마우스를 올리면, 화면 좌/우측에서

해당 단계가 강조됩니다.  또한 단계 클릭 시, 선택한 해당 단계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단계별 세부내용 미리보기 – 단계별로 제공하는 세부 내용 및 제공 서비스의 개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4개까지만 미리 보여짐)

1

2

[단계별 상세페이지 ]

(※ 수출입물류매뉴얼 (14  PAGE 참조 )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platform/main/importExportLogis.do


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20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가-(1).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3) 단계별 상세페이지 구성 요소

①수출입 물류 6단계 메뉴

②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사이트맵

③ 물류단계별 세부 탭 메뉴

④ 유관기관/기업 소개

⑤ 유관기관/기업 전체 보기

⑥ API 제공서비스 화면 바로 보기

⑦ 탑 버튼

[해당 기관 URL 링크 연결]

[유관기업/기관

전체보기 페이지]

[사이트맵 오픈]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platform/main/importExportLogis.do


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21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가-(1).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3) 단계별 상세페이지 구성 요소

① 수출입 물류 6단계 메뉴

- 원하는 단계 클릭 시, 해당 단계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사이트맵

-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의 단계별 흐름과 세부 내용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원하는

물류 단계> 세부내용의 탭으로 바로 페이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 버튼 클릭 시) 사이트맵이 아래로 펼쳐지고, (* 버튼 재 클릭 시) 사이트맵이 닫혀집니다. 

③ 물류 단계별 세부 탭 메뉴

- 물류 단계별 세부 내용 및 제공 서비스의 개요를 탭 메뉴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④ 유관기관/기업 소개

-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와 연계된 유관기업/기관을 소개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서비스 화면 바로 보기 (                 /* 클릭 시 ⑥ 화면으로 이동),

URL 새창에서 확인 (                / * 클릭 시 해당 기관의 서비스 페이지가 새창으로 열림)    

유형이 있습니다. 

⑤ 전체 유관기관/기업보기

-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과 연계된 전체 유관기업/기업 을 소개합니다.

버튼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⑥ API 제공서비스 화면 바로 보기

-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에서 해당 단계와 연계된 API  서비스 화면을 바로 확인하고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화면 ④의 클릭으로 접근 가능)

⑦ TOP버튼

- 버튼 클릭 시, 화면 최상단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하단일 때, 이용하면 유용)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platform/main/importExportLogi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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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절차에 따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기관 및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유관기업/기관의 사이트로 바로 이동(URL 링크)할 수 있습니다. 

가-(2). 유관기업 / 기관 전체보기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1) 유관기관 및 기업 소개– 기업/기관 로고 , 기업/기관 명, 제공 서비스 내용 을 확인합니다.

(2) 바로가기 ( ) – 클릭 시, 각 유관기업 / 기관의 사이트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URL 링크)

[해당 기관 URL 링크 연결]

[해당 기관 URL 링크 연결]

1 2

2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platform/main/relatedCompanie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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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메뉴를 통해서 단계별로 제공되는 유관기관/기업의 서비스를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OPEN API 제공 화면 및 URL 링크를 제공합니다 . 

가-(3). 연계 서비스 검색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수출입 물류 종합플랫폼

(1) 검색조건 – 유관기관/기업 및 서비스명에 대한 검색조건을 입력합니다.

(2) 화면보기 ( ) – 클릭 시, 하단에 관련 서비스 화면을 제공합니다. (OPEN API 제공)

(3)   바로가기 ( ) – 클릭 시, 각 유관기업 / 기관의 사이트가 새창으로 열립니다. (URL 링크)

1

2

3

2 3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platform/main/linkServic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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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현장컨설팅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화주 방문 물류 컨설팅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구현하여 수출업체, 컨설턴트, 무

역협회 모두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컨설팅 신청 부터 결과 확인에 대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 수출입물류현장컨설팅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1) 컨설팅 신청 – 수출기업이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행상태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컨설턴트 모집 – 무역협회 컨설턴트 모집 공고를 통해 컨설턴트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3) 컨설팅 결과등록 – 배정된 컨설팅에 대해 컨설턴트가 현장 방문 후 결과보고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2 3



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25수출입물류포탈간편매뉴얼

나-(1). 컨설팅 신청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수출입물류 현장컨설팅

수출기업을 위한 컨설팅 참가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한 컨설팅에 대한 진행 및 결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컨설팅 신청+ 클릭 – 신규 컨설팅 신청을 위해 버튼을 클릭하여 컨설팅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컨설팅 신청서 등록 화면 – 컨설팅 신청을 위한 회사정보, 물류정보, 담당자 정보, 관심 컨설팅 분

야를 입력 합니다. 

(3)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01

02

03

※ 제출된 컨설팅 신청서는 무역협회에서 접수 후 컨설턴트 배정을 통해 현장 방문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신청서 서식 컨설팅 신청서 서식
+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lgistCnsl/cnslReqs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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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컨설턴트 모집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수출입물류 현장컨설팅

컨설턴트 모집 공고를 통해 무역협회 물류 컨설턴트 등록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및 현황을 제공합니다.

(1) 컨설턴트 공고 – 컨설턴트 공고 목록이 조회되며, 현재 모집중인 공고에 [신청] 버튼 클릭 시 컨설

턴트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컨설턴트 등록 신청 화면 – 컨설턴트 등록은 모집공고를 통해 최초 1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무역

협회 컨설턴트로 등록이 된 이후에는 관련 정보에 대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컨설턴트 담당자는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KITA.net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합니다.

(3)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컨설턴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컨설턴트 모집 공고

01

컨설턴트 등록 서식 컨설턴트 등록 서식

02

03

※ 제출된 컨설턴트 신청서는 무역협회에서 접수 후 등록을 진행합니다.

+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lgistCnsl/cnstntRegis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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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컨설팅 결과등록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수출입물류 현장컨설팅

컨설턴트가 배정된 컨설팅에 대한 목록 확인 후, 해당 컨설팅의 신청 정보 및 현장 방문 이후

결과 보고서를 등록 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1) 배정된 컨설팅 확인 – 배정된 컨설팅 목록이 조회되고, 컨설팅 진행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 방문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컨설팅 신청 정보 조회 – 배정된 컨설팅을 선택 하면 수출기업에서 신청한 컨설팅에 대한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수출기업에서 작성한 컨설팅 신청서의 컨설턴트가 배정되면, 담당 컨설턴트에게 메일, SMS 가 발송

(3) 결과보고서 작성 – 수출기업의 신청서 조회 후 현장 방문 이후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합

니다.

배정된 컨설팅 확인

01

컨설팅 신청 정보 조회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02
03

+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lgistCnsl/cnstntSttu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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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지원

수출입 물류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 (운임견적 신청, 물류 Q&A 문의, 협력업체 정보 확인) 서비스와

수출입 물류 실무 정보 (시장 참고 운임 조회, CBM 자동산정- 부피 단위 환산)를 확인합니다.

다. 수출입 물류지원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1) 수출입 물류 상담– 운임견적 신청, 물류 Q&A, 협력업체. 총 3개의 탭 메뉴로 구성하여, 원하는

정보의 탭을 클릭하면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세화면을 제공합니다. 

(2) 물류 실무 정보 – 시장 참고 운임, CBM 자동 산정. 총 2개의 탭 메뉴로 구성하여, 원하는 정보의

탭을 클릭하면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세화면을 제공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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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견적 신청, 물류 Q&A, 협력업체. 총 3개의 탭 메뉴로 구성하여, 원하는 정보의 탭을 클릭하면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세화면을 제공합니다.

다(1)-(1). 수출입 물류 상담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1) 운임견적신청

① 검색 기능

- 게시글 중 구분 (전체, 해상수출,해상수입,항공수출,항공수입, 기타)와 제목/내용 (키워드)

을 설정하여 원하는 조회 조건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② 견적신청하기+  (                          ) 등록

- 견적 신청을 위한 운임 조건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빨간색 별표는 필수입력란입니다.)

수출입 물류지원

1 2

(1)
[                        등록 ]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tradeCounsel/costEstimation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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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견적 신청, 물류 Q&A, 협력업체. 총 3개의 탭 메뉴로 구성하여, 원하는 정보의 탭을 클릭하면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세화면을 제공합니다.

다(1)-(2). 수출입 물류 상담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2) 물류 Q&A

① 검색 기능

- 게시글 중 제목/내용 (키워드) 을 설정하여 원하는 조회 조건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② 문의하기+  (                          ) 등록

- 클릭 시, 물류 Q&A 에 문의할 내용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빨간색 별표는 필수입력란입니다.)

수출입 물류지원

[                       등록 ]

1

(2)

2

3. 메뉴구성
(MEMBERSHIP)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tradeCounsel/qna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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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견적 신청, 물류 Q&A, 협력업체. 총 3개의 탭 메뉴로 구성하여, 원하는 정보의 탭을 클릭하면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세화면을 제공합니다.

다(1)-(3). 수출입 물류 상담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3) 협력업체

① 협력업체 목록 및 정보

- 협력업체 목록에서 업체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상세보기 (            ) 

- 클릭 시, 해당 협력업체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수출입 물류지원

(3)

1

[협력업체 상세보기]2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tradeCounsel/fowarde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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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고 운임, CBM 자동 산정. 총 2개의 탭 메뉴로 구성하여, 원하는 정보의 탭을 클릭하면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세화면을 제공합니다.

다(2)-(1). 물류 실무 정보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1) 시장 참고운임

: 해상수출, 항공수출에 대한 시장평균 운임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검색 기능

- 운임종류 (항공수출,해상수출), 출발지, 도착지, 기준날짜 (월별조회, 기간조회)의 범위를

설정하여 원하는 조건으로 시장 평균 운임비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② 차트 제공

- ① 의 검색 조건에서 도착지- 특정 도시 지정, 기준 날짜- 기간조회로 설정하여 조회하면

특정 도시의 해당 기간 동안의 시장평균 운임비를 차트로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수출입 물류지원

2

1

(1)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tradeCounsel/feeTr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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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고 운임, CBM 자동 산정. 총 2개의 탭 메뉴로 구성하여, 원하는 정보의 탭을 클릭하면

선택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세화면을 제공합니다.

다(2)-(2). 물류 실무 정보

3. 메뉴구성
(MEMBERSHIP)

* 로그인한 회원사만 이용 가능

(2) CBM 자동산정

: 컨테이너 적재능력 중 부피 단위인 CBM을 환산하는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CBM 계산하기

- 환산할 DATA (길이, 폭, 높이)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산된 CB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물류지원

(2)

1

https://membership.kita.net/supTrade/tradeCounsel/CBM_info.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