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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계좌등록 가이드

1. 대금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2. 회원가입/지급계좌 등록 절차

LG CNS는 구매처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해 PartnerPlus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대금지급 처리를 위해, 신규 구매처는 PartnerPlus에 회원가입 및 지급계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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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G CNS 구매부서와 소싱/계약/검수를 처리하는 업체

2) 지급계좌 등록만 필요한 업체/개인

LG CNS로부터
계좌등록

안내 메일 수신

공인인증서
발급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회원가입 거래확정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상생결제론

가입

LG CNS로부터
계좌등록

안내 메일 수신

상생결제론
계좌등록

PartnerPlus 은행

공인인증기관 PartnerPlus

현금계좌
등록

PartnerPlus

PartnerPlusPartnerPlus

공인인증기관 PartnerPlus



회원가입/계좌등록 가이드

3. 회원가입/지급계좌 등록 절차 상세

처리 절차 설명 확인사항

2)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 기관에서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발급 수수료
10만원) 또는 LG CNS 전자구매시스템용 공인인증서(발급
수수료 1만원)를 발급 받습니다.

 이미 해당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불가 공인인증서 : 사업자 특수목적용
또는 개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1) 회원가입 및
계좌등록 안내 메일

확인

 LG CNS 담당자가 LG CNS 회계 시스템에 신규 구매처
등록을 완료하면,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 제목 : [LG CNS] PartnerPlus 회원가입 및 지급계좌
등록 안내

 메일 내용 중 구매처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을 확인 합니다.

 e-Mail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자에게 문의 합니다.

e-Mail

공인인증기관

4) 회원가입

5) 공인인증서 및
계좌 등록

 은행에서 상생결제론에 가입한 다음날 15시 이후, 
PartnerPlus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PartnerPlus

PartnerPlus
 PartnerPlus 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및 지급계좌를 등록

합니다.

 지급계좌 등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하여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계정이 필요합니다.

3) 계좌개설 및
상생결제론 가입

 LG CNS가 지정한 4개 은행(우리/신한/KEB하나/기업)에서
계좌개설 및 상생결제론에 가입합니다.

 은행에서 상생결제론 가입 후, 결제전산원 MP사이트
(www.kefci.com)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은행에서 다음 날 15시까지 LG CNS로 계좌정보 및
상생결제론 가입정보를 전송을 합니다.

은행  상생결제론 명칭은 은행별로 다릅니다.

은행명 서비스명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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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f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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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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엘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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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엘비 사용방법



4) Guest용 컨텐츠
협력사 엘비 사용방법



5) 회원용 컨텐츠
협력사 엘비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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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가해 놓을 것입니다.

협력사 엘비 사용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