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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업체 등록 패키지 

 
 
 
목적: 
 
글로벌 공급업체 등록 패키지(GSEP) 문서는 Cisco가 Cisco 공급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초대한 신규 공급업체는 물론, 업체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는 기존 공급업체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GSEP 의 일부로 제공된 정보는 Cisco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됩니다.  
 
주의:  

• Cisco에서 요청하지 않은 GSEP 양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완전하게 작성되지 않은 GESP 양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수 페이지는 서명을 포함하여 모두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필드에는 ‘N/A’ 또는 ‘해당 없음'으로 입력하십시오) 
• GSEP는 수기 작성보다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침: 
 
GSEP는 기록 및 저장이 가능한 PDF 문서입니다. GSEP의 작성이 완료되면 작성된 GSEP를 인쇄하여 서명한 후 팩스로 또는 
스캔하여 전자 메일로해당 Cisco 담당자/후원자에게 보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Cisco 담당자/후원자에게 
문의하거나 “Become a Cisco Supplier(Cisco 공급업체 되기)”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결제 조건 및 옵션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비제조 공급업체 
비제조 공급업체에 대한 Cisco의 표준 결제 조건일은 60일입니다.  Cisco의 신속 할인 결제 조건인 1/20 N60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____ Cisco의 신속 할인 결제 조건인 1/20 Net 60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체크하십시오.   
참고: 이 옵션은 Cisco PO에 나와 있는 대로 Cisco 미국 또는 Cisco 캐나다의 지급 계정 주소로 송장을 제출한 미국 및 캐나다 
공급업체에만 해당됩니다. (“Become a Cisco Supplier(Cisco 공급업체 되기)” 웹 사이트 참조)    
  
다른 모든 국가의 비제조 공급업체(미국 및 캐나다 제외)  
비제조 공급업체에 대한 Cisco의 표준 결제 조건일은 60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결제 조건이 N60과 다른 특정 
해당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다른 결제 조건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Become a Cisco 
Supplier(Cisco 공급업체 되기)” 웹 사이트에서 특정 해당 지역의 결제 조건을 살펴보십시오.  
____ 위의 “구매 현장 정보”에 입력한 지역에 따라 다른 결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제조 공급업체(모든 국가) 
____  제조 공급업체(생산 또는 부품 공급업체라고도 함)인 경우에만  여기에 체크하십시오. Cisco 담당자 (즉, Cisco 바이어, 
Cisco 계약 관리자 등)가 지정한 결제 조건을 입력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sco 담당자 (즉, Cisco 바이어, Cisco 계약 관리자 등)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이 옵션은 Cisco에서 정한 제조 부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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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체 프로필 양식 
(귀사에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N/A라고 입력하십시오.) 

 
조치: ___ 신규 ___ 변경(변경 발효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급업체 정보: 
 
법률상 회사명/등록된 회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하는 경우 영어 외에 중국어[중국 지역] 또는 간지 및 가나[일본 지역]로도 입력) 

 
D&B D-U-N-S 번호(등록된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매 현장 정보: (구매 주문서를 보낼 주소 - 해당하는 경우 영어와함께 간지 및 가나[일본]로도 입력) 
 
공급업체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군: 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영업 담당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업 담당자 전자 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업 담당자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매 주문서 알림장에 사용할 전자 메일 별칭(예: 그룹 전자 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sco에서는 회사 전자 메일 별칭을 통해 여러 조직으로 서신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 전자 메일 별칭(예: 그룹 전자 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매 주문서 알림장에 사용할 팩스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세 요건 - 지방 및 지역 요건: (해당하는 항목 모두 작성) 
 
조세 등록 번호(VAT, ABN 등): (해당하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도: 영구 계좌 번호(PA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PAN 복사본’을 첨부하십시오. 

 ST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공급업체에 해당) – “영구 시설 신고서” 및 PAN복사본을 첨부하십시오(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입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남아프리카 공화국: BEE 상태: ___ 예('예'인 경우 BEE 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___ 아니오 
 
중남미 지역: 조세 부속 서류가 필요합니다. Become a Cisco Supplier(Cisco 공급업체 되기) 웹 사이트의 "Tax 
Requirements(조세 요건)" 섹션에 있는 필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서명한 후 다시 제출하십시오. 
 
중국: “사업 허가증”을 첨부하십시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공급업체에 해당) –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미국: IRS 조세 부속 서류(W-8BEN, W-8ECI, W-8IMY, W-8EXP, W-9 또는 8233 양식)가 필요합니다. Become a Cisco 
Supplier(Cisco 공급업체 되기) 웹 사이트의 "Tax Requirements(조세 요건)" 섹션에 있는 필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서명한 후 다시 제출하십시오.  
*소유 구조가 다른 조직의 경우에서 등록하십시오. 
 
*(소규모 기업, 예비역 소유 소규모 기업, 장애 예비역 소유 소규모 기업, 낙후 지역 소개 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여성 소유 소규모 기업, 장애 예비역 소규모 
기업, 소수 인종 소유 기업, 여성 소유 중소 기업) 

 
결제 지역 정보: (결제가 이루어지는 주소 - 해당하는 경우 영어와 함께 중국어[중국] 또는 간지 및 가나[일본]로도 입력) 
 
____ 데이터가 위의 "구매 현장 정보"와 동일한 경우에만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입력하십시오. 
 
공급업체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군: _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자 전자 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담당자 직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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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현금 이체 결제 등록 양식 
참고: Cisco에서는 모든 공급업체가 ACH/전신환을 통해 결제 금액을 수령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사에 적용되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N/A라고 입력하십시오.) 
 
송금 공지:  
 
공급업체 전자 메일 주소 / 회사 전자 메일 별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급업체 기본 은행 정보: (계좌가 있는 은행) 
 
공급업체/계좌 소유주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하는 경우 영어와 함께 중국어 및 대만어[중국 지역] 또는 간지 및 가나[일본 지역]로도 입력) 
 
은행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국 지역의 경우 ALSO를 중국어로 입력하고 일본 지역의 경우 ALSO를 가나로 입력하십시오.)  
 
지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국 지역의 경우 ALSO를 중국어로 입력하고 일본 지역의 경우 ALSO를 가나로 입력하십시오.) 
 
은행 코드/I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행 지점 코드/I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당하는 경우 일본 지역은 Zengin 은행 번호 – 4자리 입력)   (해당하는 경우 일본 지역은 Zengin 지점 번호 – 3자리) 
 
은행 계좌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BAN 번호: (유럽 및 신흥 시장의 경우 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WIFT/BIC/IFSC/은행 범용 ID/ACH ABA 라우팅 번호: (해당하는 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 종류 – 저축(‘Futsu’), 수표(‘Toza’) 또는 기타: (직접 입력 – 일본의 경우 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행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군: _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화(적용되는 통화 나열): ______________ 
 
공급업체 중개 은행 정보:  
 
___ 정보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여기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입력하십시오. 
 
은행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행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군: ______________________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우팅 번호(CHIPS/SWIFT/AB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증 및 위임: (필수)  
 
위에 입력한 모든 데이터는 정확한 사실임을 확인하며 Cisco에서 위에 명시된 은행에 결제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름: (성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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