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rmofisher.com 웹사이트에서 주문하는 방법
Thermofisher.com 웹사이트에서 제품 주문 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국가별로 주문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thermofisher.com/ordersupport 혹은 weborder.kr@lifetech.com에 문의하십시오.

1.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계정별 가격을 확인하고 
손쉽게 결제하며 제품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규 고객이십니까? 
 (온라인 구매는 정회원만 가능합니다.)
 *일반회원가입

 thermofisher.com/signin으로 가서 Create an 
account(계정 생성)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필수 
정보를 입력하시고 Submit Registration(등록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24-48시간 이내에 
등록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정회원가입

 일반회원가입 후 추가정보를 기입하시면 당사의 
인증 후 정회원 가입이 됩니다.

3. 필요한 제품을 찾으십시오. 

 3a. 특정 제품을 검색하시거나,

 3b.  생명과학, 응용과학, 임상 등 카테고리별로 
제품 검색이 가능합니다.

 3c.  상단 메뉴 영역에서도 모든 제품 쇼핑이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제품을 찾으십시오. (계속) 

 3d.  제품 선택 가이드를 이용하면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e.  제품 또는 제품 번호를 이미 알고 계시다면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Quick Order(빠른 주문) 
버튼을 이용해서 카트에 바로 제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페이지에서 수량을 입력하고 Add To Cart 
(카트에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5. 주문할 준비가 되면 View cart and checkout 
(장바구니 보기 및 결제)를 클릭하십시오. 카트 
버튼은 웹사이트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 이전 방문 시 생성한 카트는 계정의 Orders(주문) 

섹션에 위치하게 됩니다.

6. 견적이나 프로모션이 있을 경우에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고 Apply(적용)을 클릭하십시오. 
견적이 주문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고: 한 계정당 해당되는 quote 넘버(P 또는 D)의 견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7. Begin checkout(결제 시작)을 클릭해서 
결제를 진행하십시오. 주문내역 및 
배송주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는 반드시 기입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7a.  정확한 배송 주소(기본 주소와 다를 수 
있음)를 선택하십시오.

7b.  새로운 배송 주소를 생성하고 new 
address(새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참고: 새 주소 요청은 처리되는데 최대  

2일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8. Proceed to Payment(결제 진행)을 
클릭해서 결제를 진행하십시오.

8a.  구매 주문 필드는 필수입니다. 
온라인 견적서 작성 시 사용한 
reference number(참조번호) 또한 
입력 가능합니다.

8b.  추가 요청은 Special instructions 
(특별 지시사항) 란에 입력하십시오. 

   참고: Special instructions(특별 지시사항) 

란에 입력된 정보가 접수되는 과정에서 

주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주문서에 

추가 이메일 주소 기입도 가능합니다.



9. 주문이 완료되면 Submit Order(주문서 제출)을 
클릭해 주십시오.

10. 주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Order Number 
(주문 번호)가 발급되고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10a.  Continue Shopping(계속 쇼핑하기)를 
클릭하면 Shop All Products(모든 제품 주문)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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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rders(주문) 페이지에서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1a.  주문 번호 오른쪽에 있는 녹색 
Reorder(재주문) 버튼을 클릭하면 과거 
주문했던 제품을 손쉽게 재주문할 수 
있습니다.

12. Your Account(계정) 화면의 프로필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정보 수정

 - 과거 주문 정보 확인

 - 거래명세서 검색

 - 즐겨찾기목록 
 - 툴 및 계산기

 - 기기관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thermofisher.com/ordersupport에 문의하십시오.

고객 관리 및 주문 지원 (한국)

전화: 02) 2023-0600 팩스: 02) 2023-0603    이메일: Weborder.KR@lifete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