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  비  메  디  텍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차 A동  
1113호 (문정동 642번지) 

-       E-mail: domestic@woongbee.com 
   

문서번호 : 웅비 제 20221-2호                        시행일자 : 2022. 3. 21 

수    신 : 신규업체 담당자님 귀하 

참    조 : 대표이사님, 구매담당자님 

제    목 : 신규 거래 안내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당사와 거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당사와 거래에 앞서 업무지원 시간/견적/발주. 취급 메이커/발주일정, 추가 DC 안내/결

제/택배 출고 및 방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업무지원 시간/견적/발주안내 
 

1. 업무지원 시간 

매주 월~금요일(평일기준) 09:00~17:00 
 

2. 견적/발주 방법 

항목 내용기재사항 

견적 

★기재필수 : 

업체명/제품(품번, cat-no)/수량/담당자 성함/유저정보 기재 

 

- [병원,학교] > 기관명 ooo 교수님 

- [벤처,기업체] > 기관명 ooo 선생님  

발주 

★기재필수 :  

업체명/ 제품(품번, cat-no)//수량/담당자 성함/유저정보 기재 + 

사업자등록증 첨부 
 

3. 업체 백오더 안내 

해외 본사 재고 부족 또는 유효기간이 4~5개월 미만일 경우 업체에 해당 내용  

공지 및 발주 진행 여부 재확인합니다. 

 

[2] 취급메이커/발주일정 

 

취급메이커  발주일정 

RND / Invitrogen 매주 월요일 오후 5 시마감 / 2~3 주 소요 

MBL 제품 매주 화요일 오후 5 시마감 / 2~3 주 소요 

NOVUS 매주 월요일 오후 5 시마감 / 3~4 주 소요 

Molecular Devices 매주 월요일 오후 3 시마감 / 2~3 주 소요  



TOCRIS / SSI 매주 목요일 오후 3 시마감 / 2~3 주 소요 

Dojindo/Quidel/KPL/Phoenix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오후 3 시 마감 / 

2~3 주 소요 

그외 기타메이커 발주 시점 차주 목요일 오후 3 시 마감 

※ (공휴일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추가DC안내 

 

1. 1주당(알앤디 발주 기준, 화~월(5.PM) 500만원(VAT별도)이상 주문시 3%추가 D/C  

(주문은 기존 단가로 접수, 입고 후 거래명세서상에 최종 DC 확인 가능) 

DC 대상 품목 RND, TOCRIS, DOJINDO 

DC 제외 품목 
RND (제품군 : BULK, QC, control) /  

기타메이커 (Tocris,Dojindo 제외한 품목) 
 

 

 

[4] 결제 

 

1. 시약이 입고가 되면 거래명세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2. 거래명세서 합계금액 확인 후, ㈜웅비메디텍 계좌로 송금 진행해 주시면됩니다. 

예금주 계좌번호 

(주)웅비메디텍  
국민은행 : 360-25-0004-038 

우리은행: 119-138304-13-101 

 

[5] 택배 출고 및 방문 안내 

 

1. 출고일/출고 시간 

   PM12시 전까지 입금 건만 당일 택배 가능  

  -(1) 휴일 전 택배 발송 불가,   -(2) End user 직 발송 불가  

2. 택배비는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물류센터 방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48 

물류센터 전화번호 : T.031- 759-8874 

- 월~목 : 방문 인수 가능 시간 (오전) 9:30 ~ 11:30/ (오후) 13:30 ~ 17:30 

- 금 : 방문 인수 가능시간 (오전) 9:30 ~ 11:30/ (오후) 13:30 ~ 17:00 
 

 

     
  domestic@woongbee.com 영업지원팀 김미림  

   02-881-5432(내선 124)  

mailto:domestic@woongbe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