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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사용방법 때문에 그간 활용 하시는데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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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의 주인은 기업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정부주도가 아닌 기업주도의 민간경제단체입니다. 상공회의소의 대표는 기업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임기 동안 전체기업을 대표하여 

공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모든 임직원은 전체 기업의 대변자로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단체입니다.

상공회의소는 국내 최대의 경제단체이자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가입

한 국내 유일의 글로벌 경제단체입니다. 세계 각국 상공회의소, 영향력 있는 국가간 경제협력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우리기업의 권익 보호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

며 특히 전세계에 걸쳐 구축된 상공회의소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대한민국 경제단체 중 정책건의와 언론홍보 영향력이 가장 높은 명실 공히 국

내 최고의 경제단체입니다. 정부의 경제, 기업, 환경, 노사, 통상등 주요 정책논의에 참여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기업을 위한 경영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지원 인프라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중소상공인지원사업단, 기업경영 관련 각종 상담, 기업·상

품·거래·채용정보, 기술·기능인력 개발, 국가자격시험, 조사·연구·홍보사업 등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www.korcham.ne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GS1 Korea)

유통물류 시장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해 정부와 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는 적합한 정책과 경영전략의 선택이 국가산업과 기업

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유통물류진흥원은 국내외 유통물류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강화하

고, 유통정보 DB 운영, 유통물류 CEO Report 제공 등을 통해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하

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상인 교육, 중소유통 실태조사 등 각종 정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함으로써 정부 정책수립 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등 기업경

영 환경을 선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코드, 무선인식기술(RFID/EPC) 등 국제표준 보급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상품코드 표준화기구인 GS1과 EPCglobal의 한국 대표기관으로서 국제표준상품코드 및 

무선인식기술(RFID/EPC)표준을 국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종합정보를 홈페

이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각종 설명회와 전시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글로벌 동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물류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무선인식기술의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 많은 투자

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인프라구축을 통한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역

점을 두고“RFID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등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준기반 정보서비스를 통한 유통물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핵심경쟁력으로 미래 유통물류산업의 디지털화를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통물류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원가의 절감을 꾀할 수 있으며 이

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물가 인하를 통해 소비자 복리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IT기반 협업시스템인 전자카탈로그 코리안넷(KorEANnet)을 통해 제조업체와 유통

업체를 연결하여 복잡다단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

니다. 또한 POS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시장동향 파악으로 소비자 복리증대와 우리 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홈페이지 : www.gs1kr.org

주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은 매주 수요일 표준바코드활용 기초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소: 지하2층 소회의실3, 문의: 02-6050-1400~5)  



GS1(Global Standard No.1)

GS1은 전 세계 108개 국가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민간표준기구입니다.

 GS1은 상품 및 거래처의 식별과 거래정보의 교환을 위한 국제표준 식별코드, 바코드, 전자문서의 개발· 

 보급·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최고의 민간 표준기구입니다.

GS1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상의 국제표준인 상품식별코드(GTIN(일명“880 코드”), SSCC 등), 업체식별코드(GLN), 바코드, RFID/EPC, 전자

문서(GTINCOM, XML) 표준을 개발·보급·관리하고, 산업별 활용 가이드라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ISO, WTO, WC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 GS1 상품식별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재료 구매·생산·물류·판매 등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효율 개선과 비용 절감에 필수적이며,    

기업간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 기업의 유통물류분야 디지털 시스템 구축의 기반이 되어 신속·정확한 정보의 수집과 경영전략 수립을 가능케 합니다.

■ 수출입이 빈번한 글로벌 경제 시대에 국내는 물론 해외 파트너와의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GS1 홈페이지 : www.gs1.org



코리안넷 소개

• 코리안넷의 개념과 역할

• 코리안넷의 기능

• 코리안넷의 기대효과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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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바코드 (EAN-8, 13, 14)가 부착된 상품의 상세정보를 표준화시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이를 제조, 

물류, 유통업체가 인터넷 및 EDI(Electronic Date Interchange)를 통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전자카탈로그서비스 입니다.

코리안넷이란?

주요기능

  상품정보 및 등록관리          업체별 상품정보 등록, 변경, 조회, 관리

  GLN정보등록관리                업체별 거래처 식별에 대한 국제표준코드(GLN)부여, 정보변경, 조회, 관리

  다양한 검색 및 다운로드      사용자 중심의 상품정보, Image 검색기능 및 다운로드

코리안넷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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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회 입력을 통한 공통속성 정보의 제공으로 입력시간 단축 및 업무 효율성 향상

B. 중소 제조업체의 신상품 홍보, 판로 확대 및 바이어의 신상품 소싱 기회 제공 

C. 검증된 제조업체의 상품규격, 이미지, 세부정보를 통한 MD업무 지원

1 신상품 정보의 신속한 입수 2 상품데이터 정확도 향상

3  상품정보등록에 따른 시간, 비용 및 오류 감소 4 거래상품 정보에 따른 시간, 비용 및 오류 감소

5  거래상품 정보에 대한 오류 감소 및 신뢰성 확보 6 결품 및 과도한 재고 수준 감소

7 매대관리 및 마케팅에 필요한 이미지 규격 제공 8 주문서 및 송장의 데이터 오류 감소

1 유통업체 납품 상품의 실시간 등록 및 처리결과 검색 가능

2 GTIN, GLN 등록 등 변화하는 국제표준 대응

3 신상품 소개 / 상품정보 수정 및 프로모션 리드타임 절감

 기대효과

 대형유통업체의 이점 

 납품업체(제조업체)의 이점





회원가입 절차

• 회원가입 절차

• 회원가입유형

• 로그인 방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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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nnet.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시스템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코리안넷 팝업창이 뜹니다. 

A.  회원가입 클릭  동의함 선택  회원정보 등록  입력완료 후 등록 클릭  입력하신 업체정보가 저장됩니다.

B.  코리안넷 승인 후 사용자ID,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1

2

3

회원가입

회원가입 절차 

코리안넷에서 업체로 확인 및 통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업체 정보를 정확

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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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명 약칭/사용자 ID/비밀번호 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해주세요.

B.  로그인 후 코리안넷 서비스 메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회원가입 유형

① 회원가입 (유통물류진흥원 바코드 회원인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은 제조업체코드가 있는 정회원a. 

코리안넷 회원가입 후 승인이 된 회원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b. 

② 비 회원가입 (유통물류진흥원 바코드 회원이 아닌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은 업체코드가 없는 중간 유통업체 (벤더) a. 

 b. 코리안넷 회원가입 정보입력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서류 FAX 제출 (코리안넷 가입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③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바코드 비회원 업체는 업체코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FAX(02)6050-146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a. 

 필수 입력항목(*)인 사업자등록번호/제조업체코드번호/업체주소/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등은 반드시 b.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에 맞는 업체형태를 확인 후 [업태]를 다음 중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c. 

제조업체•  : 자사가 실제로 상품을 제조·생산하여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 유통업체 :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중간유통 (벤더) : • 제조업체는 아니지만 유통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

제조업체로 등록한 회원만이 상품 정보등록이 가능하므로 

회사형태 선택 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등록을 완료하시면 코리안넷 담당자가 업체정보 확인 

후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 드립니다.

 로그인 하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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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넷 메인페이지

로그인 하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며 메인페이지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 4 5

2

③ 상품홍보물 관리  - 등록상품 유통업체 홍보

④ 통계관리  -  등록상품현황등 각종 통계

⑤ MY PAGE  -  자사정보관리, 상품속성관리, 관심상품관리

⑥ 주요메뉴 바로가기 아이콘

⑦ 컨텐츠 영역  - 업무 처리 현황, 조회상품 이미지



상품정보등록

• 일반제품-단품 등록법

• 패션제품-단품 등록법

•의약품 단품 등록법

• 일반제품-패키지 등록법

• 패션제품-패키지 등록법

• 의약품-패키지 등록법

• 대량등록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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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품정보 등록

로그인 후 업체 메인화면에서 상품정보관리  상품정보등록을 클릭합니다.

등록하실상품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해당상품의 상품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상품등록 매뉴가이드를 클릭하시면 해당상품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2
일반제품 등록 

자세한 안내는 p15

의류패션제품 등록 

자세한 안내는 p24

의약품 등록

자세한 안내는 p27

패키지 일반제품 등록 

자세한 안내는 p28

패키지 패션제품 등록 

자세한 안내는 p29

이미지 대량등록

자세한 안내는 p31

패키지 의약품 등록

자세한 안내는 p30

일반제품-단품 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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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분류 입력

 정보등록 하시는 상품의 바코드를 입력해 주세요.a. 

 b. [중복확인]을 클릭하여 기존에 등록 된 바코드 인지 확인합니다.

 c. KAN 상품분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정의한 상품분류코드

 d. UNSPSC 코드 : 국제표준 상품 분류코드

 UNSPSC 코드는 KAN 코드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e. 

  유사상품 가져오기

 유사상품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등록하시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정보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a. 

 상품의 정확한 정보등록을 위해 불러온 정보를 정확히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1

2

  일반상품 기본정보1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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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국가

 상품의 제조국가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a. 

 찾으시는 국가명을 검색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b. 

 상품명세 입력

 a. 제조원 : 상품 제조사명을 입력합니다.

 b. 브랜드 :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입력합니다.

 c. 상품명 : 상품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d. 전체상품명 : 상품별 GTIN에 대한 설명을 정해진 표기 양식에 따라 "제조원 + 상품명 + 상품구성개수

                      (최종상품구성개수) " 등의 순서로 한글기준 14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e. POS상품명 : 20자리 이하로  표현되는 POS 단말기에 표시되는 상품명입니다. 

  

 높이 / 너비 / 깊이 / 총중량(상품의 치수를 입력) 입력

 a. 높이 : 상품 하단 끝에서 상단 끝까지의 치수입니다.

 b. 너비 :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의 치수입니다.

 c. 깊이 : 앞쪽 끝에서 뒤쪽 끝까지의 치수입니다.

 d. 총중량 : 상품의 순중량 + 포장재료의 무게를 합한 치수입니다.

 과세정보 입력

 a. 과제형태 : 과세종류코드선택

 b. 부가가치세 : 과세-10%, 면세-없음, 영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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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패션잡화 상세정보 입력

 사이즈코드, 색상코드, 시즌코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a. 

 b. 사이즈코드 : 의류분류를 선택 후 해당분류의 사이즈를 선택

 c. 색상코드 : 의류상품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d. 시즌코드 : 시즌(계절)코드를 선택

 e. 소재코드 : 의류상품의 소재코드를 선택합니다. 

소재혼용율f.  : 선택한 소재코드에 해당하는 혼용률을 숫자(정부)로 입력

                    예) 소재코드1 : 면,  소재혼용률: 60(%)

                           소재코드2 : 모,  소재혼용률2: 20(%)

                           소재코드3 : 견,  소재혼용률3: 20(%)

  음반 영상물 상세정보 입력

 장르코드, 저장매체, 아티스트국가, 아티스트명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a. 

 b. 장르코드 : 음반 및 영상물의 장르를 선택  예) 가요, 클래식, 팝, Jazz 등

 c. 저장매체 : 음반 및 영상물이 저장된 매체를 선택  예) Tape, CD, DVD 등

 d. 아티스트국가 : 음반 영상물의 아티스트를 구분하기 위한 지역 선택  예) 국내, 북미, 유럽, 남미, 중화권 등

 e. 아티스트명 : 음반 및 영상물의 아티스트명을 텍스트로 입력

 음반사명f.  : 음반 및 영상물을 제작한 음반사명을 텍스트로 입력

 g. 발매일자 : 음반 및 영상물이 발매된 년월일을

[ 기본정보 ] 페이지에서 선택하신 상품분류에 따라  본 페이지에 입력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일반상품 기본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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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세  상세정보 입력

 주류에 부가되는 세금을 소수점 1자리 실수로 입력   예) 12.5%a. 

 국제표준 도서 상세정보 입력

    국제표준서적코드를 입력합니다.

 ISBN과 ISSN 중 하나의 코드만 등록 합니다.a. 

 b. ISBN :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10자리 숫자)

 c. ISSN :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4자리숫자+”-”+4자리숫자, 1234-5678)

 일반 및 신선식품  상세정보 입력

      원산지역코드1, 친환경상품등급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a. 원산지구분 : 식품의 원산지 선택  예) 국내산, 수입산, 연근해산, 원양산 등

 b. 원산지역코드 : 식품의 원산지구분이 국내산일 경우 국내의 원산지역을 선택

                        원산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 원산지역코드를 5개(1, 2, 3, 4, 5)까지 구성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예) 강원도,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 여주시 등

 c. 상품생산등급 : 식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 가능한 생산등급을 텍스트로 입력  예) 육류 : 1등급, 2등급, 3등급

 d. 생산자명 : 생산자명을 텍스트로 입력 예) 대관령농원

 e. 생산자연락처 : 생산자 연락처를 텍스트로 입력 예) 052-123-2001

 f. 상품승인번호 : 식품 생산 승인번호를 텍스트로 입력

 g. 생산이력번호 : 생산자이력번호를 텍스트로 입력

 h. 친환경상품등급 : 친환경상품에 대한 등급을 선택

                             예)저농약,무농약,전환기유기농, 유기농(3년이상),일반, 기타

                                 저농약=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2 이하, 농약은 안전 사용기준의 1/2 이하

                               무농약=화학비료는 권장사용량의 1/3 이하, 농약은 사용해서는 안됨

                               전환기농산물 :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3 년 미만의 기간중 생산한 농산물 

                               유기 농산물 :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3 년 이상이 경과한 뒤 생산한 농산물 

                               ※ 여기서 말하는 농약이란 유기 합성화학 농약으로 살균,살충,제초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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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품 상품설명 

이미지 등록 및 촬영방법 

이미지 등록 시 지켜주셔야 할 기준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640 X 480

 이미지 형태 jpg 만 등록 가능

 이미지 용량 일반 - 1MB 이하 / 매대 – 50KB 이하

 파   일   명 바코드 번호 -1~7.jpg 

 예) 8801045292014_1.jpg 8801045292014_5.jpg

                     8801045292014_2.jpg 8801045292014_6.jpg

                     8801045292014_3.jpg 8801045292014_7.jpg

 일반 이미지  ⑴정면, ⑵측면/뒷면, ⑶바코드 3컷만 해당되며 상품만 돋보이게 바탕은 잘라내어 흰 배경으로 

편집 하셔야 합니다.

 매대 이미지  ⑸정면, ⑹정 옆면, ⑺정 윗면 3컷이며 640X480이미지 사이즈 안에서 여백 없이 상품만 화면에 

꽉 차도록 편집 하셔야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이미지 정보 이동 시 용량의 제한이 있으므로 

매대용 이미지 편집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정보, 사용법, 주요성분, 기타 중 상품정보란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홍보물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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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등록 

           상품정보 입력 후 [상품설명]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이미지 등록입니다. [첨부]를 클릭합니다.

           PC에 미리 저장해 두신 이미지 파일을 찾아 

           순차적으로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이미지 첨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이미지(좌측면, 바코드) 매대이미지

           (전면, 좌측면, 윗면)을 등록해주세요

1

2

3

대상상공회의소에서는 바코드검증 후 이미지 촬영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코드검증 신청을 위해 보내시는 상품이 완제품일 경우, 

별도로 이미지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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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등록 

이미지 첨부가 완료되면 상품상세설명을 입력합니다.
상품정보, 사용법,  주요성분, 기타 란에 적절한 상품설명을 입력합니다.   

※ 여기까지가 코리안넷 상품등록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추가정보, 물류정보를 입력하시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  추가 입력내용이 없으시면 [저장완료]를 클릭합니다.

상품정보

사용법

주요성분

기타

상품속성으로 등록된 상품정보 이외의 상세한 상품 설명이나 SPEC을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상품의 상세한 사용법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상품의 주요성분에 대해서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기타 상품정보를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상품 설명

상품상세설명은  코리안넷과 제휴된 유통업체 상품관리시스템뿐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상품설명자료로 활용되오니, 되도록 자세하게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22_KorEANnet, 바코드검증서비스 활용매뉴얼

일반상품 추가정보

기본입력정보 외에 제조업체별로 필요로 하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지정/관리 할수 있습니다.

MY PAGE  상품속성관리  업체선택  속성 및 필수 항목을 업체에서 선택적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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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품 물류정보

 추가입력버튼을 누르시면 물류바코드 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a. 

 물류바코드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b. 

 저장완료를 클릭하시면 누락정보 없을시에는 완료메세지가 뜹니다. c. 

    누락정보가 있으면 안내 메시지와 함께 해당 창으로 이동됩니다.

 상품등록이 완료되시면 유통업체 상품등록이 가능합니다.d. 

입력완료후 저장완료를 클릭하시고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상품등록이 완료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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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분류 입력

      

 a. 제조원 : 상품 제조사명을 입력합니다.

 b. 브랜드 :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입력합니다.

 c. 상품명 : 상품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d. 전체상품명 : 상품별 GTIN에 대한 설명을 정해진 표기 양식에 따라 "제조원 + 상품명 + 상품구성개수

                       (최종상품구성개수) " 등의 순서로 한글기준 14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e. POS상품명 : 20자리 이하로  표현되는 POS 단말기에 표시되는 상품명입니다.

 상품분류 입력

      

 a. KAN 상품분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정의한 상품분류코드

 b. UNSPSC 코드 - 국제표준 상품 분류코드

 UNSPSC 코드는 KAN 코드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c. 

패션상품 기본정보1 입력방법

기본 공통속성 등록방법은 일반제품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제품처럼 기본공통속성정보를 먼저 입력

하시고, 의류정보입력란에 색상이나 사이즈가 다른 상품바코드를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패션상품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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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 너비 / 깊이 / 총중량(상품의 치수를 입력) 입력

       

 a. 높이  : 상품 하단 끝에서 상단 끝까지의 치수입니다.

 b. 너비 :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의 치수입니다.

 c. 깊이 : 앞쪽 끝에서 뒤쪽 끝까지의 치수입니다.

 d. 총중량 : 상품의 순중량 + 포장재료의 무게를 합한 치수입니다.

 제조국가 입력

 상품의 제조국가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a. 

 찾으시는 국가명을 검색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대한민국'b. 

 과세정보 입력

 a. 과제형태 : 과세종류코드선택

 b. 부가가치세 : 과세-10%, 면세-없음, 영세-0

 의류스타일 입력  (※일반제품과 다른 부분)      

     

 a. 과제형태 : 과세종류코드선택

 b. 부가가치세 : 과세-10%, 면세-없음, 영세-0%

 의류정보 입력 (※일반제품과 다른 부분)      

 추가버튼을 눌러 입력차을 생성합니다.a. 

 바코드를 입력하시고, 해당상품의 색상 및 상품종류 및 사이즈를 선택합니다.b. 

 추가로 입력하실 상품이 있으시면 추가버튼을 클릭하시고, 추가입력해주세요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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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패션잡화 상세정보 입력

     입력사이즈코드, 색상코드, 시즌코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a. 사이즈코드 : 의류분류를 선택 후 해당분류의 사이즈를 선택

 b. 색상코드 : 의류상품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c. 시즌코드 : 시즌(계절)코드를 선택

 d. 소재코드 : 의류상품의 소재코드를 선택합니다. 

 e. 소재혼용율 : 선택한 소재코드에 해당하는 혼용률을 숫자(정부)로 입력

                       예) 소재코드1: 면,  소재혼용률: 60(%)

                            소재코드2: 모,  소재혼용률2: 20(%)

                            소재코드3: 견,  소재혼용률3: 20(%) 

패션상품 기본정보2 입력

의료 � 패션션 잡화 등록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입력 합니다.

※ 등록하시는 상품의 기본정보2, 상세설명, 추가정보, 

물류정보를 차례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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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기본정보 1

       코리안넷/의약품 포털 간 시스템 연계로 상품정보 이중등록의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검증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상품의 바코드 번호를 입력하신 후“a. 심평원 정보가져오기”를 클릭!

 의약품 포털에 등록하신 정보가 자동으로 코리안넷에 입력됩니다.b. 

 기본정보1에 연계된 항목이 해당 상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c. 

코리안넷 - 의약품 포털 연계 항목입니다.

                - 해당 항목들은 코리안넷에 별도 입력이 불필요합니다. 

                   ※ 코리안넷에서만 관리하는 일부 항목들은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단품 등록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포털 코리안넷

표준코드 바코드(GTIN-13)

품목기준코드 식약청품목코드

한글제품명 제조원, 상품명

단품수량 포장내단품수량

제품총수량 포장내제품수량

제제구분 제제구분(심평원동일)

투여경로 투여경로(심평원동일)

제형구분 제형구분(심평원동일)

포장형태 포장형태(심평원동일)

약품구분 약품구분(심평원동일)

특수관리약품구분 특수관리약품구분(심평원동일)

보관형태 보관형태(심평원동일)

보관방법 보관방법(심평원동일)

안전용기여부 안전용기여부(심평원동일)

원산지구분 제조/수입여부(심평원동일)

업체명 의약제조원

해당 상품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상세설명, 추가정보, 

물류정보를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P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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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일반상품 기본정보1        

 먼저 패키지 입력하려면 패키지 내용물이 단품으로 등록이 다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a. 

 기본적인 입력방법은 단품제품 등록과 동일합니다.b. 

 단품정보 불러오기 클릭 c.  단품 선택  개수 입력  다음  (기본정보2, 상세설명, 추가정보, 물류정보) 등록

 기본정보2, 상세설명, 추가정보, 물류정보는 d. 단품-일반제품 등록법(p14)를 참고하세요

일반제품-패키지 등록법

1

2

3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량 입력

단품 - 일반상품 기본정보1 입력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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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패션상품 기본정보1

 먼저 패키지 입력하려면 패키지 내용물이 단품으로 등록이 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a. 

 기본적인 입력방법은 단품정보와 비슷합니다b. 

 단품정보 불러오기 클릭 c.  단품 선택  개수 입력  다음  (기본정보2, 상세설명, 추가정보, 물류정보) 등록

 기본정보2, 상세설명, 추가정보, 물류정보는 d. 단품-패션제품 등록법(p24)를 확인하세요

패션제품 - 패키지 등록법

2

3

3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량 입력

1

단품 - 패션상품 기본정보1 입력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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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의약품 기본정보1       

  먼저 패키지 입력하려면 패키지 내용물이 단품으로 등록이 다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a. 

 기본적인 입력방법은 단품제품 등록과 동일합니다.b. 

 단품정보 불러오기 클릭 c.  단품 선택  개수 입력  다음  (기본정보2, 상세설명, 추가정보, 물류정보) 등록

 기본정보2, 상세설명, 추가정보, 물류정보는 d. 의약품 단품 등록법(p27) 를 참고하세요.

의약품-패키지 등록법

1

2

3

4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량 입력

단품 의약품 기본정보1 입력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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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이미지 등록

 상품등록 메인화면에서 a. [이미지대량등록]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이미지 압축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명.zip)b. 

 이미지 대량등록 성공여부를 확인하시고, 등록버튼을 클릭해주세요.c. 

    실패한 건은 메시지 확인하시고 수정하신 다음 재등록해주세요.

대량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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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넷 이용중 잠시 자리를 비우셔야 할 때

       코리안넷 등록에 오랜 시간을 지속적으로 입력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임시저장을 클릭하시면, 모든 속성이 

      입력되지 않더라도 임시저장 됩니다. 추후에 입력하실 때 임시저장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상품선택 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을 클릭하여 현재까지 입력하신 

상품정보를 저장합니다.

임시저장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이전에 임시

저장해 두신 상품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임시저장 해두신 상품의 정보를 검색하시고,    

상품정보를 선택합니다. 삭제버튼을 클릭하시면 

임시저장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상품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정보입력이 

안 된 부분은 계속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TIP

1 2

3 4



정보검색 및 수정

• 자사상품 정보검색 및 수정 방법

• 타사상품 정보검색 방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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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상품 정보검색 및 수정 방법

      자사상품 정보검색 및 수정

 저장하신 바코드 정보를 찾아 정보수정을 원하실 경우 업체 메인 화면에서 a. [상품정보검색 및 수정] 선택해 주세요.

 찾으시는 GTIN 바코드를 입력하신 다음 검색을 눌러 나오는 바코드를 선택 후 수정/저장하시면 됩니다.b. 

 검색조건확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좀 더 다양한 검색 조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 

1

2

3

바코드는 영구 삭제가 불가능 하며 정보 수정은 가능합니다.

바코드를 클릭하면 해당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oreannet.or.kr_35

타사상품 정보검색 방법 방법

      타사상품 정보검색

 타사상품의 검색을 원하실 경우a.  [타사상품정보 검색] 선택해 주세요.

 상품을 검색하시고, 찾으시는 GTIN 바코드를 클릭하시면 상품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b. 

 관심상품으로 등록하시면 MY PAGE c.  [관심상품관리항목]에 등록되어집니다.

 d. [상품홍보물관리]에서 해당상품을 홍보물 양식으로 인쇄 하실 수 있습니다.

1

2





바코드검증서비스

• 바코드 검증 서비스 개요

•  바코드 검증 서비스 신청방법

•  바코드 검증 신청절차

•  바코드 검증 현황조회

•  바코드 검증 서비스 운영기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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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검증 서비스 개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은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대행해 드립니다. ( 검증서 발급 )

① 목적

     a. 바코드 인쇄오류에 따른 중복업무 및 추가비용 발생 감소

     b. GS1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바코드 인쇄상태 확인 및 점검

     c. 유통, 제조업체간 정확한 바코드 사용에 따른 업무효율성 향상

② 검증대상

     a.  국제표준 바코드(GTIN-8, 12, 13, 14)를 부착하고 코리안넷에 상품정보가 등록된 모든 국내 상품

     b. 코리안넷에 상품정보가 등록된 외국제품 및 수입상품 포함 

바코드검증 서비스 신청방법

① www.koreannet.or.kr 코리안넷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② '시스템 바로가기' 를 클릭한 후 로그인 합니다.

③ 업체 메인 화면 상단에  '상품정보등록' 을 클릭합니다.

④ 검증 받을 상품의 정보를 입력, 저장합니다.

⑤  시스템 바로가기 후 업체 메인화면 상단의  '바코드 검증  바코드 검증 신청' 을 클릭하여 검증신청을 합니다.

⑥ 검증 신청이 완료되면 코리안넷 주소 확인 후 상품을 택배로 발송합니다.

⑦ 상품 도착 시 정보등록 및 바코드 검증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검증이 진행됩니다.

⑧  검증서는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로 발송되거나 코리안넷에 업로드 해드립니다. (※바코드 검증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PDF파일을 볼 수 있는 Acrobat Reader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⑨ 바코드검증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품을 발송 또는 반송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 부담)

국제표준바코드를 부착하여 생산하는 모든상품에 대해 제품 

출시 전. 바코드가 올바르게 인쇄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바코드 

인식 오류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3일내 정보등록+검증신청+상품샘플 배송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검증 받으실 상품이 정보 미등록/상품 누락 등 신청 

절차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코리안넷으로 보내주신 상품은 

자동 반송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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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 검증 신청               일반제품 및 의류제품 신청시

 바코드 검증 신청(의약품)   의약품 검증서비스 신청시   

 바코드검증 현황 조회        바코드검증서비스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바코드검증 신청절차

1 2 3

상품정보등록 바코드검증 신청 검증 상품 발송 검증 상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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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기본정보 입력

a. 검증 결과 및 수정사항을 안내할 중요한 정보이므로 정확한 기입이 필요합니다.

 신청상품 추가정보 입력

a. 코리안넷에 등록된 상품 중 바코드검증을 신청할 상품을 선택합니다.

 신청상품 조건 지정

 상품처리 방법(반송, 기증, 폐기) 및 기타 요청사항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a. 

 의약품은 내 외장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b.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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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확인 화면을 통해 신청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

 신청정보 수정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을 원하실 경우 신청번호 선택후, [수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a.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되돌아가며 업체정보 또는 상품리스트 수정후 [저장]이 가능합니다.b. 

 신청 완료

 검증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상품을 택배 또는 퀵을 이용하여 코리안넷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a. 

      바코드 검증 신청 확인

신청완료를 클릭하면 바코드 검증 신청이 완료되고, 바코드 현황 조회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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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및 바코드번호 등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현재 신청한 상품 처리내역 확인

  검증상태 확인

 검증 진행 과정a. 

        신청완료 : 바코드검증을 받기위해 상품정보 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한 상태

        접수보류 : 바코드검증 담당자가 검증되기 전 상품정보 미비상태로 바코드 검증 진행 불가상태

        접수완료 : 상품정보등록이 정확하고과 검증샘플상품이 바코드검증 담당자가 수령하여 검증이 가능한 상태 

        검증진행 : 검증진행 상태

        합격 : 바코드 검증 등급 A~C 상태

        불합격 : 바코드 검증 등급 D, F 상태

      바코드 검증 현황 조회

검증신청 완료 후 아래 주소로 검증 신청샘플을 택배발송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회관 17층 (우) 100-743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상품정보관리실

신청완료
접수보류

검증진행
합격판정

접수보류 불합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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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라벨지는 바코드검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바코드검증 서비스 운영 기준 

      바코드검증 불합격 사례

 일반 프린터 인쇄 

인쇄 제품(프린터로 인쇄하여 부착한 제품)은 검증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a. 

 바코드(막대) 인쇄비율

Guard Bar(가드바) 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바코드 바를 균일하게 인쇄b. 

 검증방법

이동스캐너 : 5회(일반판별)a. 

검증판독기 : 5회(등급판별)b. 

 비용 : 무료

표준바코드 부착 품목군 대상 무료 제공a. 

 검증상품 접수방법

배송/반송 비용 : 제조업체 부담a. 

검증소요시간 : 접수시간부터 최대 24시간 이내b. 

검증상품 택배 및 퀵서비스 발송 권장c. 

ANSI [ISO] 등급

ANSI[American National Stands Institude]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dardiz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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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막대) 인쇄비율

 바코드 바탕 없음 

흰 바탕에 검정색 바가 최상의 바코드임a. 

 바코드 색상 오 사용 

적색계열 바코드 Bar 사용금지a. 

불합격 (두꺼움) 불합격 (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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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 오 사용 

같은 디자인의 상품도 색상이 다르면 다른 코드를 사용 해야 함a. 

  파기바코드 부착오류 

 파기바코드 :  구매자가 임의로 바코드를 탈착하여 가격이 상이한 구매상품에 부착하는 불법행위를    a. 

방지하기 위한 인쇄 방법 

바코드 막대 부분을 제외한 영역에 파기선 삽입b. 

  바코드 여백 부족 

좌측 여백 : 가드바의 11배이상,a. 

우측 여백 : 가드바 7배 이상b. 

불합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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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오류 바코드 

 주요 오류 바코드 

- 포장 접지 면이 바코드 바를 가림

- 오른쪽 여백 부족

- 진공포장에 의해 바코드가 변형됨

여백 부족

불합격 판정을 받으신 경우 자세한 불합격 사유를 안내해드려요. 

오류사항을 수정하셔서 재검증을 통해 합격판정을 받으셔야 바코드      

검증서를 발행해드립니다.



홍보물 관리

• 홍보물 조회 및 관리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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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등록하신 모든 상품정보는 홍보물 형태로도 보여집니다.

  [상품홍보물관리]  [홍보물조회및관리]를 클릭합니다.

  조회하실 상품을 검색합니다.

  검색 데이터 중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상품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상품저장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홍보물 조회 관리

1

2

3

4



통계 관리

• 상품등록현황분석

• 바코드검증현황분석

• 유통업체별 납품현황

• 상품정보조회현황분석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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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현황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등록 현황 분석    년도별 상품등록 현황을 그래프 및 표로 확인 가능합니다.

                                      검색기준 : 최초등록일자, 분류코드, 제조업체그룹코드, 브랜드

                                       검색결과 : 월별(최근 6개월), 상품상태별(승인/보류..), 분류별(분류선택), 제조업체그룹코드별, 브랜드별 수치

 바코드 검증현황 분석    기간별 바코드 합격 불합격수를 그래프로 확인가능합니다.

                                          검색기준 : 검증일자, 분류코드, 브랜드, 바코드종류, 검증결과(합격/불합격)

                                         검색결과 : 상기조건별 검증수치 불합격건수를 클릭하시면 해당 상품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관리

상품등록현황분석

바코드검증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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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 납품 현황    등록하신 상품중에 대형유통업체별로 납품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기준 : 유통업체(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삼성테스코, 농협하나로마트, 롯데슈퍼, GS리테일, 

                                                     보광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기타), 최초등록일자

                                      검색결과 : 상기 조건별 상품수치 

 

 상품정보 조회현황 분석    유통업체에서 자사상품을 검색하신 상품명과 조회수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검색기준 : 최초등록일자, 분류코드, 조회업체 (유통업체, 제조업체 선택) 

                                          검색결과 : 최초등록일자, 기준별 조회업체 TOP 30 

유통업체별 납품현황

상품정보조회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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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AGE 관리

• 계정관리

• 상품속성관리

• 관심상품관리

• 의류스타일관리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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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PAGE 관리

계정관리

자사 정보를 어떻게 변경 또는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정관리

 a. 자사의 정보를 조회 수정하기 위해서 [계정관리]를 선택합니다.  

 수정하시고자 하는 정보를 변경 하신 후 b. [수정]을 선택하시면, 새로 입력하신 정보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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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 GLN 등록c. 

 a. 처음 코리안넷에 가입하시면 자동적으로 하나의 GLN(Global Location Number)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Sub GLN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오뚜기 본사=코리안넷에 가입하면서 생성된 GLN / 오뚜기 안산공장=Sub GLN

    b. Sub GLN으로 등록할 업체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클릭 해 주세요.

    c. 입력항목 중에 프로파일 Sub GLN은 체크디지트 계산을 사용하여 기존 GLN번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하면 됩니다.

        예)GLN- 8801234560016 Sub GLN- 8801234560023

롯데마트와 거래하는 사업자 번호와 코리안넷 대표 GLN의 사업자 번호

가 다른 경우는 Sub GLN 생성항목에서 롯데마트와 거래하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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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품등록시 추가정보란에 입력하실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  타사상품중 관심상품으로 등록하신 상품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A.  자사에서 정의한 스타일명의 등록 및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상품속성 관리

관심상품관리

의류스타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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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상품정보관리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17층 

Tel: 02-6050-1461~1466 Fax : 02-6050-1460 

저희 코리안넷 바코드 검증서비스는 

회원님의 발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코리안넷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주십시오.

언제든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KorEANnet
 바코드검증서비스

활용매뉴얼

www.KorEANne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