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KOTRA 홈페이지 회원가입 메뉴얼

문의 : 고객안내센터(1600-7119 연결 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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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 홈페이지 회원가입

1. KOTRA 홈페이지 접속

http://www.kotra.or.kr

2. KOTRA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 클릭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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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 홈페이지 회원가입

3. 기업회원 / 개인회원 중 가입유형 선택

기업회원이란? 기업에속한(사업자등록번호보유) 고객은
기업회원으로가입가능하며, 모든사업이용이가능합니다.

개인회원이란? 기업에속하지않은(사업자등록번호미보유) 고객은
개인회원으로가입가능하며, 온라인상담, 설명회신청만가능합니다.

기업회원전환신청이란? 기존에개인회원으로가입되어있는고객은
사업자등록번호등록시기업회원으로전환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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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관 확인 및 체크 후, 확인 클릭 5. 실명인증: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택1)

1. KOTRA 홈페이지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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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 홈페이지 회원가입

6. 회원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시

이미 KOTRA에 등록된 기업이거나

KISLINE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자동으로 해당 기업정보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정보를 입력 후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첨부하거나

팩스(02-3460-7932) 또는

메일(service@kotra.or.kr)로 송부



2. 기업회원 전환신청 메뉴얼

문의 : 고객안내센터(1600-7119 연결 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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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원 전환신청

1. KOTRA 홈페이지 접속

http://www.kotra.or.kr

2. 로그인 후 상단 기업회원

전환신청 클릭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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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원 전환신청 (이미 KOTRA에 등록된 기업)

1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

2
3

4. 기업회원 전환

- 기업정보가 나오면 확인하고 기업전환신청
클릭하면 기업회원(준회원) 전환신청 완료
* 모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마일리지 사용/기업정보 수정은

MASTER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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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원 전환신청 (KOTRA에 미등록된 기업)

- 신규등록대상 클릭, 기업정보 입력 후 등록요청

- 고객안내센터에서 사업자등록증 확인 후 승인하면 기업회원
MASTER로 전환

KISLINE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자동으로 해당 기업정

보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정보를

입력 후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첨부하거나 팩스(02-

3460-7932) 또는 메일(service@kotra.or.kr)로 송부

5. 기업회원 전환

※ 단, KISLINE에 등록된 기업 (자동으로
기업정보가 뜨는 기업)의 경우, 자동 승인
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송부(첨부) 불필요!



3. 글로벌역량진단(GCL) 신청 메뉴얼
문의 :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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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역량진단(GCL) (신청방법)

1

2

KOTRA 메인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로그인을한후, 글로벌역량진단을클릭합니다.

or

1

2
Click!

로그인 후, 사업안내 창 클릭 -> 역량별 마케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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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역량진단(GCL) (신청방법)

<내수기업>
작년 수출실적이 ‘0’인 경우

<수출기업>
작년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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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역량진단(GCL) (신청방법)

원하는신청사업클릭, 
없을시 ‘기타’ 선택

설문내용사전확인및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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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역량진단(GCL) (신청방법)

<내수기업용> <수출기업용>
☞ 매출액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입력.

☞ R&D 투자규모의 경우, R&D 투자가 없으면 0으로 입력.

☞ 주력 업종 명 및 주력 수출제품 명은 최대한 알맞은 것으로
선택하고, 없는 경우 ‘기타’코드로 입력.

☞ 매출액대비 수출비중은 자동계산 됩니다.

☞ 손익분기점 환율, 매출액, 수출액은 전년도 재무제표 참고.

☞ 주력 업종 명 및 주력 수출제품 명은 최대한 알맞은 것으로
선택하고, 없는 경우 ‘기타’코드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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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역량진단(GCL) (신청방법)

GCL Test를완료한후, 마이코트라로이동클릭!

- GCL 결과지확인가능한창으로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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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역량진단(GCL) (대리신청방법)

둘중해당하는설문지다운후작성

작성후여기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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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역량진단(GCL) (결과지 확인)

1. 로그인

2. myKOTRA 클릭

3. 나의사업참여이력클릭

4. 신청사업

5. 역량진단(GCL) 결과

1

2

3

4

이곳에결과지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