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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COM 주문 가이드 개요

October 2021

Dow는 고객 여정을 개선하여 우리와 비즈니스를 쉽고

즐겁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귀하의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Dow.com에 연중무휴 24시간 액세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는 납품처 주소 및 언어 선택에 대한 지침과 5가지

주문 또는 카트에 자재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제품 카탈로그 검색

 내 부품 번호

 재주문

 빠른 주문

 빠른 추가



납품처 주소 및 언어 선택



 외부 사용자가 계정에 연결된 납품처 주소로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은 헤더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익명 또는 기본 사용자(허가 없이 자체 등록)는 아래와 같은 헤더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주문할 수 없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Dow CSR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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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처 주소 선택



 계정에 여러 개의 납품처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헤더 표시줄에서 선택한 현재 주소 옆에 있는 (변경)을

클릭하여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연결된 주소 목록이 즉시 나타납니다.

 필요한 경우 목록에서 다른 주소를 선택하거나

검색합니다.

 주소를 변경하려면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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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처 주소 선택(계속)

October 2021



 Dow.com은 6가지 언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제공합니다.

 왼쪽 상단 끝에 있는 지구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공되는 언어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클릭하면 사이트가 번역된 내용으로 새로고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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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COM의 언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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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hrome을 사용하여 Dow.com의 기본 번역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1단계 – Chrome을 열고 ‘Google Chrome 사용자 지정 및 제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단계 – 드롭다운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3단계 –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고 왼쪽에서 ‘고급’을 클릭하고, 해당 언어를 클릭합니다.

 4단계 –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언어 탭을 확장합니다.

 5단계 – 언어 추가를 클릭하고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6단계 – 추가되고 나면 해당 언어 옆에 있는 3개의 열 점을 클릭하고 ‘이 언어로 페이지를 번역하도록 제안’을 선택합니다.

 7단계 – Dow.com으로 이동하면 원래 언어로 표시됩니다.

 8단계 – 페이지(이미지 말고)를 오른쪽 클릭하면 팝업 상자가 나타납니다. ‘<언어>로 번역’을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자동으로 새로고침됩니다.

 참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면 페이지 번역을 위해 8단계를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모든 언어 관련 문의는 디지털 상거래 Functional Mailbox(fdigcom@dow.com)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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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HROME에서의 언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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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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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 자재 추가 옵션 - 제품 카탈로그 검색

제품 카탈로그 검색의 구매 옵션을 통해 하나의

품목을 추가합니다.

1. 돋보기 옆에 있는 검색 표시줄을 클릭합니다.

2. 자재 번호, 제품 이름 또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전에 CSR과 설정한 경우 Dow 자재

내역, Dow 자재 번호 또는 고객 자재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검색 결과에서 제품명을 클릭하여 제품 상세

페이지(PDP)를 방문합니다.



4. PDP에서 ‘구매 옵션’을 클릭합니다.

5. 사용 가능한 구매 옵션이 나타납니다. 패키지 옵션을 보고

확인란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카트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6. 그러면 주문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여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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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 자재 추가 옵션 – 제품 카탈로그 검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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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품 세부 정보 페이지 세부 정보:

 ‘대리점 찾기’, 가능한 경우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옵션.

 ‘리드 타임/가용성’은 예상 리드 타임 및

가용성/재고 전략을 표시합니다.

 별표를 클릭하면 자재를 귀하의 ‘즐겨찾기 구매

옵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계정

내 ‘내 제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 내역 및 부품 번호는 이전에 Dow CSR과

함께 설정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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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 자재 추가 옵션 – 제품 카탈로그 검색(계속)

*즐겨찾기 구매 옵션을 통한 구매는 내 부품 번호와 동일합니다. 즐겨찾기 구매 옵션은 사이트에 저장되고 내 부품 번호는 Dow SAP 시스템을 통해 설정된 CMIR입니다.

Octo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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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자재추가옵션 ‐내부품번호

내 제품, 내 부품 번호 탭을 통해 항목을 추가합니다.

 ‘내 부품 번호’는 구매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이 목록에는 Dow CSR과 함께 이전에 설정한
Dow 계정 고유의 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R과 함께 자재 내역 및 고객 자재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 이름/번호로 자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확인란 – 해당 자재를 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품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버블 – Dow 자재 내역을 표시합니다.

 ‘카트에 추가’를 클릭하면 주문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내 부품 번호가 보이지 않으면 Dow CSR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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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 자재 추가 옵션 - 재주문

October 2021

이전 주문에서 품목을 재주문합니다

1. 헤더 표시줄에서 ‘주문 관리’를 클릭합니다.

2. 이전 구매 주문 번호를 클릭합니다.

3. 주문 상태 화면 내에 재주문 옵션이

나타납니다. ‘재주문’을 클릭하여 품목을

카트에 복사합니다.



14

카트에 자재 추가 옵션 - 재주문(계속)

October 2021

카트 내부:

 제품과 수량을 포함해 이전 주문의 품목들이

나타납니다.

 새 납품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 PO를 입력해야 합니다.

 ‘품목 편집’을 클릭하여 주문 입력 화면으로 이동한

후 배송 수량 및 일자를 선택하거나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면 카트로 돌아가 결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빠른 주문을 사용하여 여러 품목을 주문에 추가합니다.

1. 헤더 표시줄에서 ‘계정’을 클릭합니다.

2. 드롭다운 메뉴에서 ‘빠른 주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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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 자재 추가 옵션 - 빠른 주문

October 2021



빠른 주문을 사용하여 여러 품목을 카트에 추가합니다.

1. 설정된 경우 자재 번호 또는 고객 부품 번호를

입력합니다(이름으로 검색하지 마십시오).

2. 선호하는 납품일을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각

자재에 대한 옵션입니다. 선택하면 달력이

나타납니다.

3. 엔터를 누르거나, 탭하거나, 다음 상자를

클릭하여 자재를 확인합니다.

4. 최대 25개의 품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카트에 추가’를 클릭하여 수량을 지정하고

재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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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 자재 추가 옵션 – 빠른 주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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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에자재추가옵션 ‐빠른추가

빠른 추가를 사용하여 카트에 개별적으로 항목을
추가합니다.

1. 헤더 표시줄에서 ‘카트’를 클릭합니다.

2. 오른쪽 하단 끝에 빠른 추가 상자가
나타납니다. 설정된 경우 Dow 자재 번호 또는
고객 자재 번호를 입력하고 ‘추가’를
클릭합니다.

 ‘여러 품목 추가’를 클릭하면 빠른 주문
양식으로 이동합니다.

3. ‘추가’를 클릭하면 주문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량을 지정하고 재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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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입력, 카트, 결제화면



 각 품목은 주문 입력 화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카트에
추가됩니다. 

 주문 입력 화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수량을 추가합니다(최소/다량/최대가 표시됨).

 납품일을 선택합니다.

 ‘가장 빠른 날짜’는 Dow가 귀하의 자재를 배송할
수 있는 첫 번째 날짜를 표시합니다.

 ‘특정 날짜 선택’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달력을
표시합니다. 

 해당 계약, 최종 사용자, 포워딩 업체, 사용자 지정 색상
번호 또는 고객 사양 같은 다른 옵션을 선택합니다.

 ‘가용성 점검’을 클릭하여 납품 제안을 받습니다.

 ‘취소’를 눌러 해당 품목의 주문 입력 화면에서 나온 뒤 카트로
돌아가거나 여러 개를 선택한 경우 다음 품목으로 돌아갑니다.

 ‘카트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카트 검토 및 결제 프로세스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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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주문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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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검토를 통해 고객은 지정된 자재와 관련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세부 정보를 보려면 확장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수량, 요청된 납품일, 단가, 금액, 운송조건, 

발송지, 이용 약관, 비즈니스 규칙, 추가 요금

및 할인(해당되는 경우)을 확인합니다.

3. 결제 전에 필요한 구매 주문 번호를

입력합니다.

4. 결제에서 요약을 보려면 ‘결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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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검토및결제프로세스

Octo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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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 동의 및 주문

October 2021

 필요한 경우 결제 조건, 부가세, 추가 요금

및 할인과 같은 추가 항목을 검토합니다.

 ‘동의 및 주문’은 주문이 생성되기 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취소’를 누르면 카트로 돌아가

업데이트/제거/추가하고 빈 카트로

이동합니다.

 ‘동의 및 주문’을 누르면 주문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주문확인



 주문 확인 페이지에서는 Dow의 주문 분할 규칙에

따라 하나 이상의 주문 번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문 번호를 클릭하면 특정 주문의 주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문 보기’를 클릭하면 모든 주문을 검색할 수 있는

주문 관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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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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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리소스



25

리소스 – DOW.COM 리소스 페이지

 Dow.com 리소스는 Dow.com의 웹 페이지로서 고객이 Dow.com을
탐색하여 제품과 기술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 개요 비디오(2분)

 사이트 요약/1페이지 요약

 6개 비디오(2~3분) – 사이트 기능 시연

 기술 정보 찾기

 제품 세부 정보 페이지 둘러보기

 솔루션 알아보기

 사이트 탐색

 계정 등록

 계정 기능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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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DOW.COM의 주문 관리 및 주문 페이지

 Dow.com의 주문 관리 및 주문은 Dow.com의 웹 페이지로서

온라인 구매 경험과 기능을 지원하는 도구와 리소스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관리 교육 비디오(7분)

 배송 가시성 비디오(3.5분)

 주문 관리 요약/1페이지 요약

 Dow.com 고객 웨비나 다시 보기

 주문 교육 비디오(4분)

 주문 교육 가이드

 비디오 리소스 라이브러리에서 1분짜리 주문 관련 비디오

클립을 10개 이상 찾을 수 있습니다

Octo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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