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rmofisher.com 토탈 솔루션 견적 요청 진행 방법 
Thermofisher.com은 고객님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웹 오더에 대해 신용카드나 송장(PO) 거래와 같은 일
반적인 결제 방식뿐만 아니라 선수금 및 후불 결제를 이용하는 주문 방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Thermo Fisher Scientific이 
아닌 타사의 제품들도 Thermo Fisher Scientific을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으며, 타사 제품들에 대한 견적을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
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구매 및 견적 요청을 위해서는 웹사이트 정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Thermofisher.com/ordersupport 혹은 weborder.kr@thermofisher.com에 문의하십시오. 

1. Thermofisher.com에 접속 후 Sign In을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의 이유로 로그인 지속 시간은  

     최대 30분 입니다. 

Test_korea@thermofisher.com 

2. 메인 페이지 상단 오른편의 Quick Order(빠른 
주문)를 클릭하십시오.   

3. 빠른 주문 페이지에서 Total Solution제품 – 

견적 요청 탭                    을 클릭하십시오. 

4. 먼저 템플릿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토탈 솔루션 견적 요청을 위한 템플

릿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템플릿 파일은 TFS_TSS_QuoteRequest_Upload_Template_KR이란  

       이름의 엑셀파일입니다.)  

 

      

mailto:weborder.kr@lifetech.com


5. 다운로드 받은 템플릿 파일은 총 3개의 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첫번째 탭인 Instruction 탭 

내의 사용 안내에 따라 각각의 탭(Header Info

와 Order Info) 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중요 사항 

• 견적요청은 한번에 최대 300항목까지 가능합니다. 300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견적 요청을 원하시면 추가로 파

일을 생성하여 업로드 해주십시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본인의 드라이브에 .xlsx

파일의 형태로 저장한 후, Thermofisher.com에 업로드 

해 주십시오.  

6. 모든 정보기입이 완료된 템플릿 파일은 다시 

Quick Order(빠른주문)  Total Solution 제

품 – 견적요청 혹은 아래의 URL 주소로 접속

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십시오.  

 

( URL : 

https://www.thermofisher.com/order/catalog/en/US/adirect/lt

?cmd=IVGNQuickOrderLanding&entryPoint=adirect&messageTy

pe=IVGNQuickOrderLanding ) 

 

 *  개인 정보 보호의 이유로 로그인 지속 시간은  

    최대 30분 입니다. 로그인 유지 시간이 초과하여 파일  

    업로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재로그인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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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템플릿이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되면 다음과 같이 업로드

가 완료되었다는 메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

다. 업로드한 파일의 사본은 고객님의 웹사이

트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8. 확인 완료된 견적은 고객님의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로 견적서가 발송됩니다. 견적서 확인 

후 주문을 원하실 경우  

orders.kr@thermofisher.com으로 발주 요청메

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지원  

☎: 02) 2023 – 0600 팩스: 02) 2023 – 0603 이메일: weborder.kr@thermofisher.com 

* 참고 사항  

Thermofisher.com은 영문과 한글 두가지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언어 설정을 변경하기 위

해서는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하단의 언어 선택 드롭 다운 메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선택 드롭 

다운 메뉴는 장바구니, 결제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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