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o.1 Total Package Company

SCS 사용자 매뉴얼
(협력업체 배포용)
작성 :구매팀

Situation : SCS Login

항목 및 기능설명

Login
1)

[USER ID]에 승인된 User ID를 입력하고
[PASSWORD]에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 후
[Login]버턴을 클릭한다.

2)

처음 SCS Syste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upplier Registration]버턴을 클릭하여
최초 Supplier정보를 등록한다.

※ SCS 주소 :
http://scs.lbsemicon.com/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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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신규 업체 등록

항목 및 기능설명

Supplier Registration

클릭

1)

여기서 ID PW는 신규 협력사가 가등록
상태 시 언제든 로그인 하여 항목들을
수정할 수 있다.

2)

최초 Supplier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는 “Click Here” 를
선택 한다.

3)

Create Supplier항목에서
①항목 [ID] : 아이디 생성 후 중복확인
[Password] : 비밀번호
[Biz License No.] : 사업자등록번호
[e-Mail Address] : 담당자 이메일주소
<발주서 발송 및 확인메일>
②항목 [Division] : 사업군 (ex. Bump,COG 등)
[Commodity] : 상품 (ex.원재료 등)
[Item] : 상품 분류 (ex. Chemical등)

1

③항목 (기업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동의
④항목 클릭 후 다음화면 이동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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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신규 업체 등록

항목 및 기능설명

Supplier Registration

1) General Info 등록

작성 후
클릭

● Supplier Basic Info
[Company Name] : 협력업체명(한글)
[Company Name(Eng)] : 영문 업체명
[Country] : 협력업체 해당국가 클릭
[Homepage] : 업체 홈페이지
[Biz License No.] : 사업자 등록 번호
[Registration No.] : 법인 등록 번호
[Factory Address] : 공장 주소
[Head Office Address] : 본사 주소
[Factory Address(Eng)] : 공장주소 (영문)
[Tel. No] : 회사 전화번호 , [Fax No] : 회사 Fax번호
[Listed Firm] : 상장 유무
[Employees] : 총 종업원 수
[Direct Emp.] : 정규직 수 ,
[Indirect Emp.] : 비정규직 수
[Business Cond.] : 사업 업태
[Business Type] : 사업 종목
[Established Date] : 회사 창립일
[Own Factory] : 자가 공장 유무
[Agency] : 대리점 유무 (*YES체크 시 Agency정보입력)
[Labor Union] : 노조 유무
CEO Info –순차적으로 작성
● Contact Point – 순차적으로 작성
● Bank of Trade Info – 입금 받을 은행정보 입력
● Attachment
[Business License]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Company Profile] : 회사소개서 첨부
[Account Info.] : 통장사본 첨부
[CEO Profile] : 대표자 프로필 첨부
[Organization Chart] : 회사 조직도 첨부

2) 작성 후 Save Temp 클릭  Next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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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신규 업체 등록

항목 및 기능설명

Supplier Registration
1)

Financial Info 등록

● Executive List
[통화] : 거래통화 , [Credit Rating] : 신용평가 등급
[Sales(2years ago)] : 2년 전 매출액
[Total Liabilities] : 부채 총액
[Operating income] : 영업 이익
[Non-current asset] : 비유동자산
[Sales(Last Year)] : 직전년도 매출액
[Non-current Liabilities] : 비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 유동부채
[Total Asset] : 총 자산
[Current Asset] : 유동자산
[Total Capital] : 총 자본
[Offering Items 1,2,3] : 납품 품목 기재
[UOM] : 단위 (ex . Ea, g, box 등)
[Capability(Month)] : 월 생산능력
[Capability(Year)] : 년 생산능력
[Capability History] :
● Main Customers (주요 고객사 기재)
[Customer Name] : 고객사 명
[Product] : 품목이나 품명
[Sales Amount] : 사업자등록번호
[Currency] : 거래통화
● Main Suppliers (주요 원자재 공급업체 기재)
- 위에 사항 참조
● Main Customers (주요 고객사 기재)
● Attachment
[Balance Sheet] : 재무제표 첨부
[Credit Report] : 신용평가서 첨부

2) Save Temp 는 화면 저장, Previous 이전
화면으로 이동, Next 는 다음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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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신규 업체 등록

항목 및 기능설명

Supplier Registration

1) General Info 에서 Agency란에 YES클릭 시
작성하는 항목

2) Agent(대리점) 정보 입력 후 다음단계로
이동
※ General Info란 Agency항목에 No로
클릭 시에는 Agent Info화면이 안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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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신규 업체 등록

항목 및 기능설명

Supplier Registration

1) Technology Info 등록
● National Quality Certificate : 품질 인증서 첨부
● National Environmental Certificate
: 환경 관련 인증서 첨부
● Patent : 특허권 등 첨부

2) Save Temp 는 화면 저장, Previous 이전
화면으로 이동, Next 는 다음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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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신규 업체 등록

항목 및 기능설명

Supplie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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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mit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저장이 완료 되며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온 뒤 “메인으로..” 버튼을
누르면 처음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간다.

2)

최초 Supplier정보를 등록한 후 [구매팀]에서
사용승인을 하면 SCS System에 로그인이
가능하다.

Situation : Main 화면

항목 및 기능설명

Menu Info

1) 좌측 사진은 사용할 수 있는 메뉴 화면들이다.
① 구매 발주 현황 : 발주 확인 및 발주서 출력 가능
② 납기 등록 : 납품 시 납기 등록 및 거래명세서 출력
③ 납품 현황 : 납품 현황 확인 (납품 & 미납품분 등)

1

④ 견적 회신 : LBS에서 견적 요청 시 회신 항목

2
3

⑤ 협력사 상태 : 일반정도,재무정보 등 처음 업체정보
등록 시 저장한 정보 확인

4

⑥ 공지사항 및 질의 응답 : 공지사항 확인 및
질의응답 가능
⑦ 비밀번호 변경 : 로그인 시 비밀번호 변경 가능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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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구매 발주 현황

항목 및 기능설명

Order Info > Purchase Order
2

1

3

1) 구매 발주정보를 검색하는 화면이다.
2) 각 발주정보를 클릭하면 발주정보의 세부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PO Confirm & Print 버턴을
클릭하면 Reply처리가 완료되며, 발주서 출력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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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발주 관리

항목 및 기능설명

Order Info > Purchase Order > Print (매입주문서)

1) [Purchase Order]화면에서 원하는 발주정보를
선택하고 [Print] 버턴을 클릭하면
본 매입주문서가 나타난다.
2) 상단 툴바의
버턴을 이용하여 출력
또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 발주서 예시입니다.
(수정 보완 중으로 항목변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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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납품 관리

항목 및 기능설명

Order Info > Delivery
1)

납기등록 : 발주정보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화면이다.

2)

[거래명세서]를 발행 하고자 하는 발주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발주의 세부사항이 [Delivery
Save] 탭에 나타난다.

3)

납품하고자 하는 수량을 [납품 수량]입력하고
[Save] 버턴을 클릭하여 저장하면 [Delivery List]
탭으로 자동 이동 한다.

4)

[Delivery List]의 차수는 [Save]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발번되며 각 차수별로 [Print] 또는
[Delete]된다.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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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납품 관리

항목 및 기능설명

Order Info > Delivery > Print

1) [Delivery]화면에서 입력된 각 차수별 납품
내용으로 [거래명세서]를 출력하는 화면.

2) 상단 툴바의
또는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버턴을 이용하여 출력

3) 납품 시 출력한 거래명세서를 지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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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납품 현황

항목 및 기능설명

Order Info > Delivery Condition List

1) 납품현황 : [Purchase Order]화면에서 입력한
납품계획[Delivery Plan]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2) Order Date 기준 또는 Plan Date 기준을 선택하고
원하는 일자 범위를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
하면 해당 조건의 Data가 일자별로 조회된다.
3) 조회된 정보를 Excel로 전환하려면 상단[Excel]버튼
을 클릭하면 Excel창이 열리면서 데이터가 Excel로
전환된다. (마감자료로 활용 가능)

Look Beyond

14

Situation : 견적관리

항목 및 기능설명

Estimate Info > Estimate Reply

1) 첫 번째 사진은 견적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며,
견적정보를 마우스 더블클릭 하면 아래와 같이
견적 상세 화면이 나오게 된다.

2) 견적 상세에서 제품 가격, 비고 등을 입력하고
파일들(견적서)을 첨부 할 수 있다.

1

3) 작업을 완료 한 후 확정 버튼을 누르면 견적을
회신하게 된다.

※ LB세미콘에서 견적요청 시 업체별 담당자에게 요청
메일이 발송되며, SCS에 접속하여 견적사양 확인 후
견적서 첨부하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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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협력사 정보

항목 및 기능설명

Supplier Info > Supplier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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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SCS에 등록한 정보의 추가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이다.

2)

각 항목을 입력 또는 수정 이후에는 [Save]
버턴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3)

업체정보는
[General Info]
[Financial Info]
[Agent Info]
[Technology Info] 순으로 되어 있으며
변경사항 있을 시 수정 후 저장관리.

Situation : BBS

항목 및 기능설명

BBS >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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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화면이다.

2)

공지사항 조회 방법은 Title을 눌러 상세 공지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3)

Refresh 버튼은 새로고침 버튼이다.

Situation : BBS

항목 및 기능설명

BBS > Request / Response

1) 요청한 자료 및 질의응답을 볼 수 있는 화면이다.
2) 신규 버튼을 눌러 글쓰기 작성을 할 수 있다.
3) Refresh 버튼은 새로고침 버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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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BBS

항목 및 기능설명

BBS > Request / Response

1) Title(제목) 작성 및 In Charge Of 는 구매팀 질의
담당자 설정 후 글쓰기 진행.
2)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첨부파일을 삽입 할 수 있다.
3)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내용이 리스트에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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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 사용자관리

항목 및 기능설명

System Management > Change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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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 그대로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화면이다.

2)

공란에 비밀번호를 전부 작성 한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가 변경된다.

3)

비밀번호 정책은 아래와 같다.
① 비밀번호 최소 자리 수 : 8자리
② 비밀번호 영어/숫자 혼합
③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 5회
④ 비밀번호 변경 주기 : 30일

Thank you
▶ SCS관련 문의
- 구매팀 김정환 선임
TEL : 031-680-1617
E-mail : jhwankim@lbsemic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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