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 절차 간소화.  
비즈니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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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비즈니스에 적합한 솔루션 찾기

기술 구매를 현대화하여 IT 조직이 더욱 거시적인 비전에 
집중하도록 지원해 보십시오.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체 구매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트에서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쇼핑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
며 Dell Technologies 어카운트 팀의 지원을 받습니다.

DELL PREMIER

구매 절차  
간소화

맞춤 구성된 단일 
사이트에서 비용, 사용자 
오류 및 배송 시간을 줄여 

보십시오.

• 구매 프로세스 최적화

• 중복 작업 및 폐기물 최소화

• 역할에 관계없이 주문 절차 표준화

• 불확실한 짐작에 의존하지 않고 적
절한 제품 선택

• 일상적인 프로세스 자동화

• 보안 위험 감소

보고 기능  
활용

내장된 관리 및 보고 기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가격 및 인벤토리 확인

• 정확한 수요 예측 및 예산 수립

• 실시간 주문 추적

• 강력한 보고 기능으로 분석 정보 확보

• 재구매 간소화 및 시간 단축

• 숨겨진 지출 모니터링

Dell Technologies의 
지원

Dell Technologies의 전문가 팀이 
구매 프로세스를 재구성하고 
혁신하도록 지원합니다.

• Dell Premier 무료 제공

•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온라인 카탈로그에 
액세스

• 특별한 Dell Premier 가격으로 비용 절약

• 수십 년간 쌓은 경험 활용

• 첨단 IT 구매에 참여

• Dell Technologies와 원활하게 협력

https://Dell.com/Premier


Dell Premier에 집중
복잡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춰 고급 솔루션 구현

글로벌 구매

구매 통합

IT 서비스 관리 통합

글로벌 쇼핑 선택한 국가에 따라 제품 옵션, 통
화 및 견적이 조정되는 일관된 단일 온라인 포
털에서 전체 카탈로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 및 비용 절약 한 차원 높은 최적화로 글
로벌 주문을 관리합니다. 전체 IT 생태계의 기술 
업데이트를 효율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표준 수립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지원을 보장하
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Dell Technologies의 
도움을 받아 전체 조직에 걸쳐 가격, 장비, 구성 
및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소통 및 성장 카탈로그에서 결제 및 
배송에 이르기까지 기존 ERP 시스템
을 Dell Premier와 원활하게 통합하
여 다운타임 없이 오류와 중복 작업
을 최소화합니다.

문서 작업 최소화 전자 인보이스 생
성* 및 지불과 같은 비즈니스 최적화 
기능을 활용하여 운영 비용과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혁신 주도 사용자가 자신의 디바이
스를 주문하고 주문 상태 알림을 수
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T 조직은 
디지털 혁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 자동화 업계를 선도
하는 Dell Technologies의 전문가가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한 
하나의 통합 솔루션을 통해 구매 프
로세스를 워크플로, 업데이트 날짜 
및 온보딩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지역만 해당
** 글로벌 구매는 Global Customer Program에 등록한 고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이신가요**? 

Dell Premier를 글로벌 운영을 
위한 단일 쇼핑 창구로 활용

ERP 시스템을 사용 
중이신가요? 

Dell Premier와의 통합 
설정

ITSM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신가요?

분산 구매 방식에 투자

IT 구매 현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
Dell.com/Prem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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