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RE GWS mySupplier 등록 매뉴얼 

 

 

INTRODUCTION 

 

안녕하십니까,  

CBRE GWS는 기업 부동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서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달팀 또한 협력업체들과의 진실한 파

트너십을 통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

준의 진실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mySupplier는 협력업체를 만나는 CBRE의 첫 여정입니다.  

이 포털을 통해서 협력업체는 협력업체의 소중한 정보를 CBRE에게 제공하게 되

며 CBRE는 그 정보를 사려 깊게 검토하여 양사의 성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매뉴얼을 통해 협력업체가 온라인 등록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하

며 질문이 있다면 apacsupplychainoperations@cbre.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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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등록 요청 이메일 확인 

□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하여 송부한 다음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 이메일에 있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 아이디는 업체 등록, 입찰, 계약 등에 사용되는 귀사의 단일창구 (Single Point of Contact) 

이메일을 의미합니다. 

- 이름과, 성 입력 후 제출 버튼, 암호 입력 후 제출 버튼, 등록 시작(Back to Application) 

순으로 진행합니다.  

  

Dear valued supplier, 

You have been invited to register on mySupplier, CBRE's portal to better link our buyers with companies 
who share our RISE Values—Respect, Integrity, Service, Excellence—and who can meet our standards on 
quality and value whilst committing to ethical, sustainable and safe working practices. 

mySupplier is the place for you to manage your company's important information like banking details, 
compliance certificates and insurance documents, and for you to let CBRE know about the geographies 
you serve and the goods and services you provide. mySupplier is free of charge. 

We require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that is a person who can act on behalf of the company, to input 
your company's information and to make future changes. If you are not an authorised representative, 
please reply to this email with the name, role and their email address and we will resend this information 
to the nominated person. 

Registering with mySupplier 

Your username is 귀사의 대표 이메일이 표시됩니다. 

In order to set up your new password click the following link: Click here to update your account. This link 
will expire within 7 days so please don't delay and register today. 

What happens next? 

When you submit your application using mySupplier, CBRE will validate your information and may contact 
you should they have any questions or require additional information. 

How can I learn more about CBRE mySupplier? 

Additional information on CBRE mySupplier, including key contac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and training guides to help you complete the registration process is available at www.cbre.com/supplier 

Kind regards, 
CBRE Procurement 

Email: APACSupplyChain.Operations@cbre.com https://mysupplier.cbre.com 

https://mysupplier.cbre.com/auth/realms/cbreglobal-live/login-actions/action-token?key=eyJhbGciOiJIUzI1NiIsInR5cCIgOiAiSldUIiwia2lkIiA6ICIzYmIzZmE1MS00OWU2LTQ2NTUtOTc3Zi0yNDk4ODY4NDhiNTkifQ.eyJqdGkiOiI4ODQ5NTgwZi05N2Y4LTQ1NDEtODQxMC0yMmIwMjY2MjE5Y2EiLCJleHAiOjE1OTgzMzE0OTksIm5iZiI6MCwiaWF0IjoxNTk3NzI2Njk5LCJpc3MiOiJodHRwczovL215c3VwcGxpZXIuY2JyZS5jb20vYXV0aC9yZWFsbXMvY2JyZWdsb2JhbC1saXZlIiwiYXVkIjoiaHR0cHM6Ly9teXN1cHBsaWVyLmNicmUuY29tL2F1dGgvcmVhbG1zL2NicmVnbG9iYWwtbGl2ZSIsInN1YiI6Ijc2YzBiNjFmLTlhYWQtNDkyOS1iOTRlLTU3OWVmZjM3MmNmOSIsInR5cCI6ImV4ZWN1dGUtYWN0aW9ucyIsImF6cCI6ImFwcCIsIm5vbmNlIjoiODg0OTU4MGYtOTdmOC00NTQxLTg0MTAtMjJiMDI2NjIxOWNhIiwicmVkdXJpIjoiaHR0cHM6Ly9teXN1cHBsaWVyLmNicmUuY29tIiwicnFhYyI6WyJVUERBVEVfUEFTU1dPUkQiLCJWRVJJRllfRU1BSUwiXSwicnFhYyI6WyJVUERBVEVfUEFTU1dPUkQiLCJWRVJJRllfRU1BSUwiXSwicmVkdXJpIjoiaHR0cHM6Ly9teXN1cHBsaWVyLmNicmUuY29tIn0.Vu_CGxhIWNpgjNVG-t1wJnMklQ3kS5VDzRy83-VsIEQ
http://www.cbre.com/supplier
mailto:APACSupplyChain.Operations@cbre.com
https://mysupplier.cbre.com/


II. 시스템 접속 (로그인) 및 언어 선택 

□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합니다.  

- 한국어 선택 후 로그인 시 에러가 발생한다면, 영어를 선택하여 로그인한 후 다시 한국어

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 대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III. 세부 정보 작성 

□ 좌측 탭을 하나씩 선택하여 세부 정보를 작성합니다. 

- 모든 필수 값(항목 옆에 *로 표시)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조직 정보 

- 모든 정보는 영문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영문 사업자등록증은 

‘세금 및 은행 정보’에서 제출하는데, 입력하신 내용과 상이하면 등록이 반려됩니다. 

- 국문 상호(법인명), 영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국문 주소, 영문 주소 등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 세금 및 은행 정보 

- 가장 빈번하게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오니 아래 주의 사항을 잘 읽고 입력하시기 바랍

니다. 

- 은행 세부 사항 

ᆞ은행 이름(현지 언어): 한국어로 은행 이름을 입력합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ᆞ은행 이름: 영어로 은행 이름을 입력합니다. 첨부의 Bank Cod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ᆞ은행 수취인명: 은행 통장의 수취인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수취인명이 다른 경우, 

대금 지급 후 인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ᆞ은행 / 분류 / 라우팅 코드: 첨부의 Bank Code를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숫자 3자리. 

ᆞSWIFT 코드: 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입력합니다. (첨부의 Bank Code는 참고용) 

 

 

- 증빙 문서 업로드 

ᆞ 영문 사업자등록증과 은행 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데이터 보호 

- 데이터 보호 선언문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 중 CBRE 또는 클라이언트 정보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습

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CBRE 어카운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V. 등록 정보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협력업체 담당자가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제출 버튼을 눌러 등록을 마무리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