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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용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최저가 복지몰 형태로 운영

되는 ‘세무사 오피스몰’이 지난달 20일 새롭게 개편되어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새로 오픈한 ‘세무사 오피스몰’의 다양한 혜택과 사용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편집자>

세무사를 위한 전문 사무용품 쇼핑몰 ‘세무사 오피스몰’ 정식 오픈!!

기획

■ 세무사사무소에 특화된 세무사 전용 사무용품 쇼핑몰 

 

지난 10월 20일 새롭게 

단장해 오픈한 ‘세무사 

오피스몰’은 한국세무사

회 전산법인 한길TIS와 국

내 사무용품 전문 프랜차

이즈 기업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 오피스몰’을 

통해 회원들은 자신의 사

무소 환경에 적합한 상품

과 서비스를 손쉽게 구입

할 수 있고, 일반 쇼핑몰

에 비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 오피스몰’에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복사용지를 

업계 최저가로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무용품, 식음료 등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필요한 17,000여개의 다양한 상품들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PC관련 물품부터 프린터 토너, 사무/오피스 용품, 가전/가정용 공구, 

생활용품 등 세무사사무소나 회원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 최소 

10~40%이상 할인해 판매해 세무사사무소 경비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세무사회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실시하는 사무용품 공동구매 물품들도 

‘세무사 오피스몰’을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하다. 

새롭게 오픈한 ‘세무사 오피스몰’에서는 포인트 적립기능이 도입됐다.  

물품을 구매할때마다 매번 구매금액의 1%가 포인트로 자동적립이 되며 누적된 

포인트는 5천 포인트 이상이 되면 물품 구매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세무사 오피스몰’은 오픈을 기념해 축하포인트 3천점을 적립해 주는 이

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세무사사무소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 

 

‘세무사 오피스몰’ 오픈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오픈기념 이벤트가 진

행 중이다. ‘더블에이 복사용지’ 구

매시 스타벅스 쿠폰 증정, 누적 구입금

액에 따른 35,000원 상당의 피자 쿠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KF94 마

스크의 할인가 제공 등의 다양한 이벤

트가 진행 중에 있다. ‘세무사 오피스

몰’에서는 매월 세무사사무소에 적합

한 물품들을 구성해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세무사 오피스몰’ 이용안내 

 

‘세무사 오피스몰’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사무용품할인점’ 

아이콘을 클릭하면 접속 가능하다. 또한 한길TIS에서 운영하는 세무포털

(http://www.semuportal.com)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간편

한 물품 구입이 가능하다. 회원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세무사회 맘모

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무사 오피스몰’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물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①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안내 

 -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사무용품 할인점’을 클릭하면 ‘세

무사 오피스몰’에 로그인 상태로 이동하여 별도의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1회 회원의 배송지 정보 등을 등록(입력)해야 한다. 

 

② 세무포털을 통한 이용안내 

 - 베스트빌, 베스트CMS를 이용하는 ‘세무포털’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오피스몰을 클릭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세무사 오피스몰’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맘모스앱을 통한 ‘세무사 오피스몰’ 이용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회 맘모스’ 앱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세무사회 맘모스’ 앱은 세무사 회원들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세무사 오피스몰’ 접속은 

회원들만 가능하다.

※ 맘모스앱 접속방법 

① [맘모스앱] 실행 후 [한길TIS] 터치 

② [오피스몰] 터치 후 ‘세무사 오피스몰’ 이동 

③ 쇼핑 및 주문,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