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Purchse Order Sheet 의 참고사항 

 

 

 

 

 

 

공급자명 

Supplier number  

PO 의 벤더번호 

ㅔㅐ 

Purchase Order number  

구매 발주서 번호 

3 의 시작하는 총 10 자리 번호  

지급 조건 (Payment term) 

구매 요청자의 연락처 

구매부 담당자 연락처 

구매 발주서 라인번호 

PO Line Number 

예: 1,2,3,4,5,6……. 

  

구매 요청내역 공급 가액 

첨부 문서 

PO 발송일 / 수정일 

 



 

예전 Purchse Order Sheet 의 참고사항 

※ 예전 PO Sheet 로 계산서 접수 하지 마시고 Request for Payment (청구서)를 작성해서 접수해주세요.   

 

 

 

 

 

 

 

 

 

 

 

 

 

PO Number 구매발주서 번호 

4 로 시작되는 10 자리 번호  

영문 공급자명  

한글 공급자명 

주소 

Supplier number (벤더번호) 

 

 구매 요청자 

Payment term 

 

 

Currency 

통화 

 

 구매 발주서 라인번호 

PO Line Number 

예: 00010, 00020...... 

  

구매 요청내역 공급 가액 



 

 

노바티스 & 산도스 세금계산서 접수 방법 

1. PO 수신 

   아래 메일과 같이 Purchase Order 가 발행되었다는 메일을 수령 

    

2. 납품: PO 에 요청된 서비스 및 재화를 납품 

         ※  PO 수령 전 납품된 건에 대해선 대금결제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이미 노바티스 구매부와 사전에 PO 수령 전, 납품하기로 협의된 건은 제외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계산서의 비고란에 PO 번호를 기재 (누락 시 승인 거부) 

     성명자님께 (mingzi-1.cheng@novartis.com)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승인  -> 

     공급받는자 보관용 계산서 2 부 인쇄 

 

※ 미승인된 세금계산서는 접수 안됩니다.  



 

4. 세금계산서 접수 

    PO Sheet 참고해서 Request for Payment (청구서) 작성 

    Request for Payment(청구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2 부, 기타 증빙 서류를 발송 (PO 제외) 

     (모두 A4 사이즈로 접수. 포스트잇, 스테플러 (호치케스), 제본, 바인딩 접수 안됨) 

     클립, 집게 사용해 모든 서류를 한 묶음으로 접수 (청구서당 1 묶음) 

    Tax code 참고  

    V1 – 10% VAT 가 있는 경우 

    V2-  간이 영수증  

    VN- 세금계산서인데 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양식에 발행되지만, 세액란이 없거나 공란인 경우) 

     V0 – 영세율 계산서 

            (세금계산서 양식에 발행되지만, 세액란에 0 이라고 표시 되는 경우) 

      VE- 접대비 계정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미 공급가액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음. 예: 카세트기, 청진기등 의료기기 접대) 

정산서 발송 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8 층  

 한국노바티스㈜   스캐닝센터  

  Tel: 02-768-9451 / 02-768-9000 

우)100-753 

 



 

Request for Payment (청구서)  작성예 
 
 

Supplier Information (공급자 정보)  

 

- Supplier Number  : xxxxxxx  (PO sheet의 supplier no. ) 

PO 의 벤더번호      

 

- Supplier Name (Korean) :  예: PO Sheet에 기재된 한글업체명 -> 없으면 업체의 한글명 

공급자 한글명 

 

- Supplier Name (English) :    예: PO Sheet에 기대된 영문업체명 -> 없으면 업체의 영문명 

공급자 영문명 

 

- Payment Terms  :  KR00  Due immediately   KR30  Within 30 days due net 지급조건 

                          KR15  Due 15th of next month  KR 60  within 60 days due net 

   ■ KR45  Due 15th of next 2month 기타(                                 ) 

     

Purchase Order Information (오더 정보) 

 

- PO Number (=Invoice Number) :  

구매발주서번호    4 또는 3 으로 시작하는 총 10 자리번호 (2 개 이상 기재 가능) 

      

- PO Line Number   :  예: 1  혹은 1~10 혹은 2, 4, 7  / 10 혹은 10-100 혹은 20,40,70 

구매발주서라인번호           (PO 세부사항의 번호 / Material 번호: 납품 완료되어서 계산서 발행하는 건의 번호만 기재) 

 

- Invoice Number  :  계산서에 기재된 날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Invoice Information (인보이스 정보) 

Business 
Place 

사업장 

Tax 
Code 

Invoice Date 

영수증날짜 

Currency 

통화 

Net Amount 

공급가액 

Tax Amount 

(VAT) 세액 

Payment 

지급 금액 

KR30 V? 
계산서에 

기재된 날짜 
KRW XXX,XXX원 XX,XXX원 XXX,XXX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