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iwonArts (지원아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0-33 1층

Tel : 010-2821-1636

jiwonarts.owner@gmail.com

www.jiwonarts.co.kr

지원아트(JiwonArts)는 제조,수입,수출 업체로 도매 전용 웹사이트(www.JiwonArts.co.kr)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입니다.

지원아트(JiwonArts)는 브랜드 총판(Distributor)역할을 위해 도매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합니다.

Eligibility for Wholesale Account (도매 계정 자격) 

재판매 목적의 사업자 또는 이와 준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 하는 경우 사업자와 동일한 정보의 쇼핑몰과 통신 판매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매장을 운영 하는 경우 사업자 명칭과 동일한 간판 또는 재판매를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Quantities (수량)

최초 주문 금액은 500,000원 이상 이고 이후 주문은 200,000원 이상 입니다.

모든 상품은 브랜드(별도 첨부 서류)별 품목당 최소 수량(2개~6개)이 있습니다.

Payment (결제)

현금 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 주문과 결제 시점은 같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직접 결제 또는 전화 승인 결제를 할 수 있고 5% 취급 수수료가 추가 발생 합니다.

웹사이트 상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7% 취급 수수료가 추가 발생 합니다.

도매 사업자 특별 주문의 경우 주문시 50% 결제하고 배송시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Shipping (배송)

선주문(Pre-Order)을 제외하고 결제 완료후 익일(영업일 기준) 배송 하고 무료 배송 합니다. (해외 배송 제외)

단, 지원아트 배송 시스템과 다른 배송을 원하는 경우 배송 비용을 청구하거나 착불로 배송 합니다.

Returns (반품)

사전 협의후 반품 하여야 하고 주문후 30일 이전 상품만 가능 합니다.

상품은 판매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20%의 반품 수수료와 배송비가 청구 됩니다.

파업으로 인한 경우 판매 가능한 모든 상품이 반품 가능하고 반품 금액의 20% 취급 수수료를 청구 합니다.

단, 상품 불량의 경우 교환이나 예치금으로 처리 합니다.

특별 주문의 경우 반품, 취소할 경우 수입 경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품이나 취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Order Discrepancies (주문 불일치)

주문 배송후 3일안에 주문 상품의 수량과 품목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Important (중요내용)

재판매시 소비자 금액을 준수 하여야 하고 별도 협의에 의한 할인 행사를 제외하고 상시 덤핑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도매 사업자 계정은 매년 1월에 재정리하며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자동 연장 됩니다.

6개월간 주문 이력이 없는 경우 통보없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아트 내부 정책과 다른 경우 통보후 도매 사업자 계정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Date (날짜) :              년         월        일

Signature of Purchaser (구매자 서명)

지원아트(JiwonArts) 도매 사업자에 대한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아트(JiwonArts)는 도매 사업자분들과 협력할 것이고 좋은 관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 접수 이후 브랜드별 할인율과 좀더 자세한 사항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서명 날인후 사업자 등록증,통신 판매 허가증,연락처 등 서류를 이메일(jiwonarts.owner@gmail.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JiwonArts Wholesale Account Policy

지원아트 도매 사업자 계정 정책

본인은 재판매를 위해 주문하고 상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임을 증명 합니다.

본인 회사 이름은 ___________________이고 지원아트(JiwonArts)에서 재판매와 샘플로 사용할 상품을 주문할 것 입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