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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세스 개요

1. 프로세스 정의
: LG CNS는 협력회사와의 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해 Partner Plu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세스는 협력회사의 투입인원 (개발자 등)이

1) 개인 회원 등록, 2) 개인 정보 변경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2. 프로세스 흐름도
1) 개인 회원 등록

2) 개인 정보 변경

개인 회원 가입

개인 PartnerPlus

“계정유형 = 개발자” 

소속 회사 맵핑

개인 PartnerPlus

회사 정보 등록

협력회사 PartnerPlus

회사정보
없음

있음

기본 정보 등록

개인 PartnerPlus

이력서 정보 등록

개인 PartnerPlus

 프로젝트 경력
 교육 이력
 학력 등

직원 정보 확인

협력회사 PartnerPlus

소속회사 확인

기본/이력
정보 변경

개인 PartnerPlus

직원 정보 확인

협력회사 PartnerPlus소속회사
변경

 이직한 회사 (AFTER) 영업담당자의 직원 정보 확인

소속회사 外 변경
기본/이력
정보 조회

개인 PartnerPlus

: Optional process

: 협력회사 개발자用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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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기능 설명

1. LG CNS Partnerplus의 홈화면
입니다.

2. 사용자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홈화면에서

“신규 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가입 유형 선택 팝업
- 사용자 등록
: 기존 등록된 회사의 사용자를

추가 등록할 경우, 사용자 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업체 등록
: 영업담당자가 회사 정보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업체 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사용자 등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본인만 등록 가능합니다.  
(영업담당자, 개발자 계정 모두 해당) 

Manual ID PO-30-01 메뉴명 (메뉴코드) 홈화면 > 신규 등록 권한

경로 PartnerPlus 홈화면 > 신규 등록 > 사용자 등록

개요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LG CNS 파트너플러스 포탈에 개인 회원 가입을 한다. (사용자 등록)

2-1. 개인 회원 등록 2. 개인 회원 관리

신규 회사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클릭 기존 등록된 회사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경우, 클릭 (본인만 회원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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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기능 설명

1. 추가 등록할 사용자의 가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1) 영업담당

: 견적/계약, 회사정보관리, 
직원 정보 관리를 수행합니다. 

2) 개발자
: LG CNS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개인 회원입니다.  

3) 아르바이트
: 단순 아르바이트 계약을 위한
개인 회원 입니다.

2. 소속회사 가입여부 팝업에서
회사가 기존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3. 해당 회사를 선택하여
사용자 가입을 진행합니다. 

해당 회사가 없는 경우, 
“신규 업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업체 등록부터 진행합니다. 

Manual ID PO-30-01 메뉴명 (메뉴코드) 홈화면 > 신규 등록 권한

경로 PartnerPlus 홈화면 > 신규 등록 > 사용자 등록

개요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LG CNS 파트너플러스 포탈에 개인 회원 가입을 한다. (사용자 등록)

가입유형 선택

회사가 기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

해당 회사를 선택하여 사용자 가입

해당 회사가 없는 경우 신규 업체 가입

1

2

3

2-1. 개인 회원 등록 2. 개인 회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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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기능 설명

1. 사용자 가입 화면에서
사용자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ID는 중복체크를 해야 합니다. 

2. 역할 유형 3가지 중 택일해야 합니다.
1) 영업담당
2) 개발자
3) 영업담당+ 개발자

※ 개발자 역할이 추가되는 경우
개발 Skill, 프로젝트 경력 등
입력해야 할 항목이 추가됩니다.

3.   스킬
: 스킬 검색 팝업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산업/업무 역할
및 스킬을 입력합니다. 

4.   가입 완료
: 가입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은 종료됩니다. 

5. 이력서 정보 입력 팝업
: 이력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 
이력서 정보는 추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Manual ID PO-30-01 메뉴명 (메뉴코드) 홈화면 > 신규 등록 권한

경로 PartnerPlus 홈화면 > 신규 등록 > 사용자 등록

개요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LG CNS 파트너플러스 포탈에 개인 회원 가입을 한다. (사용자 등록)

2-1. 개인 회원 등록 2. 개인 회원 관리

1

2

3

기본 정보 등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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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기능 설명

1. 이력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이력서 template 파일을 활용합니다. 
: templat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입력한 후
template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합니다. 

2. 항목별 추가/삭제 버튼을 이용합니다.
: template 파일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각 항목별 “추가/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이력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이력서 template 작성 유의사항
- 모든 sheet 를 다 작성합니다. 
1) 회사경력 : 재직/퇴직 회사
2) 프로젝트경력 : 수행한 모든 이력
3) 자격증 (자격증명은 10자이내) 
4) 교육이력
5) 학력
- 이력서 업로드 칸에 업로드 하면

입력한 값이 화면에 자동입력됩니다. 

4.  저장
: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이력서 정보는 추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Manual ID PO-30-01 메뉴명 (메뉴코드) 홈화면 > 신규 등록 권한

경로 PartnerPlus 홈화면 > 신규 등록 > 사용자 등록 > 이력서 정보 탭

개요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가입완료한 사용자는 (개발자) 이력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한다. 

2-1. 개인 회원 등록 2. 개인 회원 관리

이력서 정보 등록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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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기능 설명

1. 회원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MyPage > 회원정보조회/수정 >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개인 정보 변경
- 기본정보 및 이력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속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소속회사 외 항목은
변경하는 즉시, DB에 반영됩니다. 

Manual ID PO-30-01 메뉴명 (메뉴코드) MyPage > 회원정보조회/수정 권한

경로 PartnerPlus 홈화면 > MyPage > 회원정보조회/수정

개요 회원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정보조회/수정” 메뉴에서 정보를 변경합니다. 

2-2. 개인 정보 변경 2. 개인 회원 관리

회원정보 조회/수정 선택

1

1

2

기본정보 / 이력서정보 수정

소속회사 변경은 버튼 클릭 후 팝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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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사 엘비

업무 진행 중 문의 사항이 생겼을 때 PartnerPlus와 PartnerCampus에서

엘비를 찾아주세요. 엘비는 개인비서봇(챗봇) 서비스로 회원가입부터

견적, 계약, 검수, 보안, 교육, 시스템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의

문의를 담았습니다.



로그인 시 기존 엘비 Popup창이 닫히고

PartnerPlus에 Embedded되어 제공됨

말풍선 클릭시, 엘비 Open 또는 Close 가능

3-1. 협력사 엘비 사용법

이미지 클릭시, 엘비 팝업창 오픈



인사

사용법 안내

도움말 링크

• 전체 제공 컨텐츠 항목 안내

• 질의 방법 안내

• 각 도움말 항목 별 상세 질의 방법 안내

3-1. 협력사 엘비 사용법



4) Guest용 컨텐츠
3-1. 협력사 엘비 사용법



5) 회원용 컨텐츠
3-1. 협력사 엘비 사용법



* 원하는 답변이 없는 경우, “To. 엘비” 를 누르고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없다고 기입을 해주시면

담당자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가해 놓을 것입니다.

3-1. 협력사 엘비 사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