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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1. ‘회원가입’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2. 로그인ID란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중복체크＇버튼을 클릭 합니다.

※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습니다’ => DKC 내부 ERP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DKC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아이디가 있습니다‘ => 동일한 회원 아이디로 등록된 정보가 있습니다.( DKC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로그인 ID : 사업자등록번호 입니다. 

(회원 가입 후 변경이 불가 합니다.)

2) 회원명: 사업자명입니다.

3)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단, 로그인ID와 동일한 비밀번호는 등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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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4) 대표자

4.1 이름: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입니다.

4.2 대표번호: 유,무선 대표번호를 입력 합니다. 

5) 회원구분: 리스트에서 선택합니다.

6) 담당자

이름: e-BIZ 담당자 이름 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합니다.

(대표자 정보와 동일 할 경우 ‘대표자 정보와 동일＇란에 체크)

※ 각종 e-BIZ관련 알림톡 및 친구톡을 수신 할 수 있습니다.

7) 입고담당자

이름: 입고 담당자 이름 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합니다.

(담당자 정보와 동일 할 경우 ‘담당자 정보와 동일＇란에 체크)

※ e-BIZ 출하 관련 알림톡을 수신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입고담당자

4. 대표자, 담당자, 입고담당자 정보를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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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5. DKC 카카오채널의 검색’ 버튼을 클릭 후 채널을 선택합니다. 

8) 카카오채널: 

선택한 채널의 대표 영업사원애게 회원가입승인 알림톡이 전

송 되며, 해당 영업사원은 부가정보를 입력 후 승인합니다.

※ 승인알림톡은 회원가입 시 고객의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영업사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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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재설정

1. e-BIZ 시스템에 접속한다(http://ebiz.dkcsteel.com)

2. ‘회원 비밀번호’ 입력란에 사업자등록번호(초기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로그인 ID는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확인 후 비밀번호 재설정으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비밀번호 재설정’문구를 클릭해도 똑같이 비밀번호를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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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재설정

4. 로그인 ID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받는사람을 선택합니다.(비밀번호 재설정 카카오톡을 받을 사람)

6. 내용받기를 클릭합니다.

※ 카카오톡 미사용 고객은 담당 영업사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7



비밀번호 재설정

7. 비밀번호 재설정화면이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송됩니다.

8. ‘비밀번호 재설정하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9. 새 비밀번호와 새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 합니다.

10. 변경된 비밀번호로 재 로그인을 합니다.

※ 카카오톡 미사용 고객은 담당 영업사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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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추가 및 제외(PC)

1. 변경된 비밀번호로 재 로그인 합니다. 

2.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이콘을 버튼을 클릭한다. (재 로그인 후 반영됩니다.)

※ 즐겨찾기에서 제외 시 다시 클릭 하면 아이콘이 흰색으로 변경되고 제외됩니다.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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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추가 및 제외(PC)

3. 재 로그인 후 좌측 상단에 ‘즐겨찾기＇메뉴를 클릭 하면 추가된 메뉴가 보입니다.

※ 즐겨찾기에 추가된 메뉴는 모바일로 로그인 시 메인화면에 홈버튼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즐겨찾기에 등록 된 메뉴가 없을 경우 ‘최소 한 개 이상의 즐겨찾기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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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추가 및 제외(모바일)

1. 모바일에서 e-BIZ로 로그인합니다.(http://ebiz.dkcsteel.com)

2. 즐겨찾기에 등록 된 메뉴가 없을 경우 ‘최소 한 개 이상의 즐겨찾기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 됩니다.

3. 우측상단에 아이콘을 클릭 한 후 설정할 메뉴를 클릭 합니다. 

4. 화면 상단에 즐겨찾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뉴에 추가 합니다. 

5. 재 로그인을 하면 해당 메뉴가 메인화면에 홈버튼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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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추가 및 제외(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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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 설정 및 해제

1. 로그인 후 표시되는 첫 화면을 설정합니다. (사용빈도가 제일 높은 화면을 일반적으로 설정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제외 하고 싶으시면 다시 클릭 하면 아이콘이 흰색으로 변경되고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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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1. 사용자매뉴얼

e-BIZ 시스템 사용에 대한 매뉴얼 입니다. (클릭 후 다운받으시거나 출력 하시면 됩니다.)

2. 자주하는 질문

e-BIZ 시스템 사용 중에 빈도수가 많은 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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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수정

1. 우측상단의 ‘정보변경＇버튼을 클릭 합니다.

2. 수정할 회원정보를 변경합니다.

1) 로그인 ID : 사업자등록번호 입니다. 

(회원 가입 후 변경이 불가 합니다.)

2) 회원명: 사업자명입니다.

3) 비밀번호: 회원이 직접 비밀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자

4.1 이름: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성명입니다.

4.2 대표번호: 유,무선 대표번호를 입력 합니다. 

5) 회원구분: 리스트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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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수정

2. 저장버튼을 클릭 합니다.

6) 담당자

: e-BIZ 담당자 이름 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합니다.

(대표자 정보와 동일 할 경우 ‘대표자 정보와 동일＇란에 체크)

※ 각종 e-BIZ관련 알림톡 및 친구톡을 수신 할 수 있습니다.

7) 입고담당자

이름: 입고 담당자 이름 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합니다.

(담당자 정보와 동일 할 경우 ‘담당자 정보와 동일＇란에 체크)

※ e-BIZ 출하 관련 알림톡을 수신 할 수 있습니다.

8) DKC 담당자: DKC에서 지정한 채널 및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담당자 입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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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채널 추가

■ 모바일에서 카카오톡을 실행 후 해당 채널을 검색 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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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채널 활용

■ 채널을 통해 문의 및 답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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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갤럭시) 홈버튼 추가하기

1. 모바일에서 구글을 실행시킵니다.

2. 검색 란에 ebiz.dkcsteel.com을 입력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 구글 우측 상단에 을 클릭 후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4. 홈버튼 제목을 확인 후 추가합니다.
ebiz.dkcste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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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갤럭시) 홈버튼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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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아이폰) 홈버튼 추가하기

1. 모바일에서 사파리를 실행시킵니다.

2. 검색 란에 ebiz.dkcsteel.com을 입력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 아이폰 중앙 하단에 을 클릭 후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4. 홈버튼 제목을 확인 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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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아이폰) 홈버튼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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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위변조 검증하기

1. ‘성적서 위변조 검증하기＇바로가기를 클릭 합니다.

2. 제품번호를 입력 후 ‘SEARCH’ 버튼을 클릭 합니다.

※ 출력한 성적서를 복사 하거나 스캔 했을 경우 DKC 워터마크 유무에 따라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Click DKC 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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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바코드 검증 서비스 (2022년 7월 1일 이후 다운받으세요)

1.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MaSmartDetector’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모바일에 설치합니다.

2. 앱 실행 후 ‘바코드 검증버튼’을 클릭 합니다.

3. 성적서 최하단의 3개의 바코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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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바코드 검증 서비스

4. 3개의 바코드를 하나씩 렌즈로 스캔하면 상단의 체크박스에 인식 여부에 따라 체크가 됩니다.

5. 3개의 바코드가 다 인식 되면 ‘바코드가 모두 인식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성적서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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