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 정보 

알림 1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의 경우 첨부한 PDF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공급업체님께,  

조치 요망: MSD와 거래를 계속하려면 Ariba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주 이름] 님의 이름으로 [시작 날짜]에 Ariba Supplier Lifecycle Portal(SLP)에 등록하라는 초대 
이메일을 받으셨습니다.  

Ariba Supplier Lifecycle Portal(SLP)은 이메일, 주소, 은행 세부 사항과 같은 기밀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완료해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5일 이내에 SLP 질의내용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SLP 질의내용 작성을 완료하면 MSD가 
귀하의 데이터를 검증해 제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1. "조치 요망: 귀사는 MSD의 공급업체로 등록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검색하십시오.  

2. 이 이메일을 열고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ο 이미 Ariba Network 사용자인 경우 기존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해 로그인하십시오.  
ο Ariba Network 사용자가 아닌 경우 계정을 만드십시오. 참고: 이 플랫폼을 통해 MSD와의 
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경우 또는 MSD와 거래를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정보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출하십시오.  

정보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ο 앞으로 Ariba Network를 사용해 바로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ο Ariba Network를 사용해 바로 모든 소싱 이벤트, 계약 협상 및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등록 이메일을 찾을 수 없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이메일로 회신해 주십시오.  

양식 작성 방법, 필수 증빙 서류 유형, 시스템 문제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원스톱 구매 
지원(OP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빠른 참조 가이드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팀 
알림 2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의 경우 첨부한 PDF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공급업체님께,  

조치 요망: MSD와 거래를 계속하려면 Ariba에 등록해야 합니다. 



 
독점 정보 

[소유주 이름] 님의 이름으로 [시작일]일에 Ariba Supplier Lifecycle Portal(SLP)에 등록하라는 초대 
이메일을 수신하셨음을 상기시키는 두 번째 알림 이메일입니다.  

Ariba Supplier Lifecycle Portal(SLP)은 이메일, 주소, 은행 세부 사항과 같은 기밀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완료해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5일 이내에 SLP 질의내용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SLP 질의내용을 제때 회신하지 않으면 MSD와의 거래가 
지연됩니다. 귀사의 데이터 검증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 

1. "조치 요망: 귀사는 MSD의 공급업체로 등록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검색하십시오.  

2. 이 이메일을 열고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ο 이미 Ariba Network 사용자인 경우 기존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해 로그인하십시오.  
ο Ariba Network 사용자가 아닌 경우 계정을 만드십시오. 참고: 이 플랫폼을 통해 MSD와의 
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경우 또는 MSD와 거래를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정보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출하십시오.  

정보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ο 앞으로 Ariba Network를 사용해 바로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ο Ariba Network를 사용해 직접 모든 소싱 이벤트, 계약 협상 및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등록 이메일을 찾을 수 없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이메일로 회신해 주십시오.  

양식 작성 방법, 필수 증빙 서류 유형, 시스템 문제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원스톱 구매 
지원(OP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빠른 참조 가이드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팀 
알림 3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의 경우 첨부한 PDF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공급업체님께,  

 조치 요망: MSD와 거래를 계속하려면 Ariba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주 이름] 님의 이름으로 [시작일]일에 Ariba Supplier Lifecycle Portal(SLP)에 등록하라는 초대 
이메일을 수신하셨음을 상기시키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알림 이메일입니다.  

Ariba Supplier Lifecycle Portal(SLP)은 이메일, 주소, 은행 세부 사항과 같은 기밀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완료해야 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독점 정보 

SLP 질의내용을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SLP 질의내용을 제때 회신하지 않으면 MSD와의 거래가 
지연됩니다. 귀사의 데이터 검증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 

1. "조치 요망: 귀사는 MSD의 공급업체로 등록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검색하십시오.  

2. 이 이메일을 열고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ο 이미 Ariba Network 사용자인 경우 기존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해 로그인하십시오.  
ο Ariba Network 사용자가 아닌 경우 계정을 만드십시오. 참고: 이 플랫폼을 통해 MSD와의 
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경우 또는 MSD와 거래를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해 제출하십시오. (첨부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정보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ο 앞으로 Ariba Network를 사용해 바로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ο Ariba Network를 사용해 바로 모든 소싱 이벤트, 계약 협상 및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등록 이메일을 찾을 수 없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 이메일로 회신해 주십시오.  

양식 작성 방법, 필수 증빙 서류 유형, 시스템 문제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원스톱 구매 
지원(OPS)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빠른 참조 가이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소유주 이름] 님, 공급업체에 연락해 SLP 질의내용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원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