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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버리
슬기로운시스템
이용가이드



빌리버리

슬기씨란?
슬기로운시스템(자동변환등록시스템)의 줄임말로 타오바오에서 구매하신 상품내역정보를
빌리버리 신청서의 각 기재란에 알맞게 자동으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일일히 등록하지 마시고 슬기씨를 이용해보세요.
더 빠르고 쉽게 배송대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독] 사용 전 꼭 읽어주세요.

1. 타오바오에서 주문완료 후 오더넘버가 생성된 신청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오더넘버부터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가이드라인 참고)

3. 영문명은 직접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품목조회기능 이용)

4. 중국트레킹번호는 직접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오기재시 입고 검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슬기씨(자동변환등록) 사용시 잘못 표기된 데이터는 당사에서 절대 책임지지 않음으로 사용하신 후 반드시 주문내역을

재확인해주세요.

6. 하위버전의 웹브라우져 일 경우, 본 슬기씨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배송대행신청’을 클릭하신 후 STEP1의 수령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2. 아래의 설명처럼 진행해주세요.

• ‘슬기씨 부탁해요.’버튼을 눌러 슬기로운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01슬기로운 시스템 시작



•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내역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곳입니다.

타오바오 구매내역 기재란



• 타오바오에서 결제가 완료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상품 클릭

• 결제완료 이전의 내역은 슬기씨로 이동이 불가능 하며 결제가 완료 된 이후 오더넘버가
생성된 내역만 슬기씨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02 타오바오 로그인 후 구매내역 들어가기



• 신청서에 작성할 상품의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구매내역 확인



• 슬기씨에 붙여넣을 리스트를 드레그 합니다.

• 이미지처럼 날짜부터 끝까지 상품의 모든 정보를 드레그하여
복사합니다.

구매리스트 드레그 복사

• 구매 완료된 상품정보를 복사합니다.

03 타오바오에서 구매한 상품 데이터 복사하기



• 드레그 복사한 구매리스트를 슬기씨에 붙여넣습니다.

• 모든 데이터가 잘 붙여졌는지 스크롤바를 내려 확인합니다.

구매리스트 붙여넣기

• 슬기씨에 데이터가 잘 기재되었다면 ‘부탁해요 슬기씨’ 버튼
을 눌러 시스템을 진행시킵니다.

자동변환등록 시작

• 복사된 데이터를 슬기로운시스템에 넣고 자동변환등록을 진행합니다.

04 슬기로운 시스템 진행



• 슬기씨로 진행한 모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변환등록 되었는지 반드시 재확인합니다.

05 변환등록 재확인 하기

• 아래의 이미지에서 자동변환입력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입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슬기로운시스템 자동 변환입력 되는 곳

• 오더넘버, 제품명(중문), 단가, 수량, URL, 이미지URL 은 100% 자동변환
입력됩니다.

• 색상, 사이즈 BOX는 옵션부로 옵션사항에 색상과 사이즈가 있을 경우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옵션사항이 없을 경우는 공란처리됩니다.

자동변환입력 BOX



• 슬기씨를 이용하셨어도 반드시 수동으로 기재해야할 부분입니다.

슬기로운시스템 자동 변환 입력 되지 않는 곳

• 영문명은 세관에 신고되는 내용으로 반드시 직접 수동기재해주셔야합니다.
• 품목조회(자동완성)에 한글로 기재하시면 영문명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상세검수를 신청하셨을 경우 옵션부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검수를 신청하셨을 경우는 옵션부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필수 수동 입력 BOX



• 슬기씨는 최초 신청서 진행시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상품은 수동기재해주셔야합니다.
(품목추가는 5번의 기회로 한 신청서당 최대 5품목 추가가능)

• 최초 신청서 작성 시, 슬기씨 이용 후 연속하여 슬기씨를 이용하실 경우. 앞서 변환등록된 자료 밑으로 연속하여 자료가 추가 기재됩니다.
• 한 신청서 MAX 인 30품목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슬기씨 더 알아보기

※ [필독] 사용 전 꼭 읽어주세요.
1. 타오바오에서 주문완료 후 오더넘버가 생성된 신청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오더넘버부터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가이드라인 참고)
3. 영문명은 직접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품목조회기능 이용)
4. 중국트레킹번호는 직접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오기재시 입고 검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슬기씨(자동변환등록) 사용시 잘못 표기된 데이터는 당사에서 절대 책임지지 않음으로 사용하신 후 반드시 주문내역을 재확인해주세요.
6. 하위버전의 웹브라우져 일 경우, 본 슬기씨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앞 뒤로 기재되어 있는 필독사항을 꼭 읽어주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슬기씨는 빌리버리 배송대행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단이오나, 답은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한번 더 배송신청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빌리버리는 회원님들의 즐거운 직구생활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Breeze Co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