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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 글로벌 포털 소개
글로벌 포털은 Dell의 원스톱 글로벌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전체 주문의 생
성 및 관리를 지원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구매 경험을 제공합니다.

Dell 글로벌 포털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Dell 글로벌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 모든 국가에 단일 카탈로그를 제공하여 동일 서비스를 제공

•

빠르고 쉬운 사용자 맞춤 권한 설정 및 사용자별 홈페이지 선택

•

일부 국가에서 제공되는 Dell 전제품 카탈로그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액세서리에 대한 글로벌 표준 확인, 견적 및 구매

•

미리 시스템 구성을 확인, 저장한 후 나중에 구매 가능

•

기존 하드웨어에 적합한 주변 장치 품목 구입

•

강력한 리포트 기능을 통해 주문 추적

시작하기
글로벌 포털 사용 설명서는 Dell을 통해 전 세계 구매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하는데 도
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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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털에 로그인

1.1 최초 포탈 사용자
Dell 글로벌 포털에서 사용자로 설정되면 해당 조직의 고유

Fig 1.1

한 프리미어 페이지명, 프로필 이메일 주소 및 임시 비밀번
호가 포함된 자동 환영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서 글로벌 포털 페이지에 로그온합니다.
www.dell.com/premier (그림 1.1)
•

‘Premier Login(프리미어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제공된 프로필 이메일 주소 및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

Fig 1.2

합니다. Sign In(로그인)을 클릭합니다(그림 1.2).
•

드롭다운 상자에서 계정/액세스 그룹을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Access Premier(프리미어 액세스)를
클릭합니다(그림 1.3).

참고: 액세스 그룹이 하나만 있을 경우 로그인 페이지로 바

로 이동됩니다.
Fig 1.3

1.2 기존 포털 사용자
다음에서 글로벌 포털 페이지에 로그온합니다.
www.dell.com/premier (Fig 1.1)

•

기존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Sign In
(로그인)을 클릭합니다.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으면
Forgot Password(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그림

1.3).
•

드롭다운 상자에서 계정/액세스 그룹을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Access Premier(프리미어 액세스)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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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밀번호 찾기

Fig 1.4

프로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그

1

림 1.4). 관련 이메일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4 Account 정보 관리
글로벌 포털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쉽게 페이지를 관리
하고 유용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Fig 1.5

상단 탐색 메뉴에서 Account을 클릭합니다(그림
1.5).

•

Page Settings를 통해 Dell 세일즈팀 확인, 회사 주
소, 사용자 및 Dell 공인 파트너 목록(관리자만 해
당)을 액세스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

Orders & Invoices 에서는 보고서, 공유 문서, 견적
및 주문 상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Your Account 을 통해 프로필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Edit Personal Information 을 선택하여
개인 정보를 변경하거나 Change Password를 선택
하여 비밀번호를 업데이트/변경하거나 리셋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 본인만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변경하거나 비
밀번호를 변경/리셋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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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랜딩 페이지

로그인하면 한 곳에서 모든 중요 작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포털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에 빠르고 간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다양한 페이지 기능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 Country Selector(국가 선택기)
페이지 상단에 있는 "ship to country" 선택기를 통해 선

Fig 2.1

택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지정하고 시스템
주문과정 중에 현지화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2 My Tools
“My Tools”섹션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견적을 신속하

게 검색 및 관리하고 Standard Configurations (표준구
성)에 액세스하고 글로벌 주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페이지의 해당하는 대상으로 이동됩니다.

2.3 Shop Dell Products(Dell 제품 구매)
"Shop Dell Products" 섹션에서는 선택한 배송 국가의
시스템 카탈로그(활성화된 페이지에만 해당)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Standard Configurations과 Dell 브랜드 시
스템의 전체 제품군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Dell 모
니터,

프린터

및

프로젝터를

손쉽게

검색하고

"Accessories & Monitors"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링크를 클
릭하기만 하면 해당 제품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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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Parts Selector(활성화된 페이지에만 해당)
사용하기 간편한 “Parts Selector"섹션을 통해 실용적인 방법

1

으로 Dell 시스템의 호환 부품, 액세서리 및 소모품을 찾아 구

매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링크 중 하나를 클
릭하기만 하면 특정 부품 선택기 도구에 액세스됩니다. 해당
도구 내에서 검색하고 있을 수 있는 부품에 관한 보다 구체적
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Fig 2.2

2.5 Spotlight(활성화된 페이지에만 해당)
“Spotlight" 섹션에서는 제품, 페이지 기능 및 기타 항목에 대
한 유용한 업데이트 및 뉴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
당하는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6 Need Help?(도움이 필요하십니까?)
"Need Help?" 섹션에서는 대부분의 글로벌 포털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
된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관심 있는 해당 도움말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Fig 2.3

2.7 맞춤 홈페이지 선택
Dell 글로벌 포털 랜딩 페이지가 사용자별 맞춤 설정으로 설
정된 경우 견적 또는 표준 구성을 랜딩 페이지로 설정하여 페
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랜딩 페이지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범주 페이지("Quotes" 또는

Fig 2.4

"Standard Configurations")를 열고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구
석에 있는 "Make this my Homepage" 링크(그림 2.3)를 선택
합니다. 기본 홈페이지 보기로 되돌아가려는 경우 오른쪽 상
단 구석에 있는 "X"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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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카탈로그
구매를 시작하기 전에 글로벌 포털 페이지 상단의 선택기에서 원하는 "ship to country(배송 국가)"를 선

택합니다. 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 "ship to country(배송 국가)" 선택기를 통해 선택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지정하고 시스템 결제 중에 현지화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1 글로벌 표준 구성

Fig 3.1

“My Tools” 섹션에서 Standard Configurations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Configurations은 고객
님의 조직에 맞게 특별히 구성된 Dell 시스템으로, 고객
님의 Dell 세일즈팀에서 선택 제안한 선택 가능한 옵션
(업그레이드/다운그레이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andard Configurations Dell과 여러분의 조직이 협의한
가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2 전체 시스템 카탈로그

Fig 3.2

회사에서 표준과 더불어 전체 카탈로그 사용을 승인한
경우 Dell전제품 시스템 카탈로그가 랜딩 페이지의
"Shop Dell Products" 섹션 내 별도의 탭으로 표시됩니

다.
•

주문하려는 제품 그룹을 선택하고 추가 탐색을 사
용하여 선택 범위를 좁히고 Add to Cart합니다.

•

제품/소프트웨어 제공 사항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

글로벌 표준 결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5.3 참조).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ell 세일즈 팀에 문의하시기

3.3 소프트웨어 및 주변 장치(S&P) 카탈로그

바랍니다.

선택한 배송 국가에 따라 랜딩 페이지의 "Shop Dell
Products" 섹션에서 소프트웨어 및 주변 장치(사용 가능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에는 글로벌 표준

의 일부가 아닌 S&P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문하려는 제품 그룹을 선택하고 선택 범위를 좁
히고 Add to Cart합니다.

•

보다 간편한 제품 교체를 위해, Standard

글로벌 표준 결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Configuration 제품의 만기나 단종이 예정
된 경우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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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

eQuote를 통해 주문을 준비하고 저장하여 나중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글로벌 포털 페이지 상단의 선택기에서 원하는 "ship to country"를 선택합니다. 페이
지 상단에 있는 이 "ship to country" 선택기를 통해 선택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지정하고
선택한 국가에 특화된 사용가능한 여러 현지화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ig 4.1

4.1 eQuote (견적) 생성 및 저장
•

필요에 따라 global standard configurations,
S&P 또는 시스템 카탈로그에서 제품을 선택합니
다.

•

준비가 되면 Add to Cart 후(장바구니에 담기)
(5.2 참조) Save as eQuote를 클릭합니다. (그림
4.1)

모든 필수 필드를 입력하여 eQuote를 완성합니다(그
림 4.2).
•

eQuote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구매 담당자 및/또는 다른 수신자에게 이메일로

Fig 4.2

이 eQuote를 보내야 하는 경우 해당 필드를 입력
하십시오. 선택한 Authorized Buyer (구매 승인권
자)는 페이지 밖에서 eQuote를 승인/구매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할 경우 메모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옵션).

•

Order Contact(주문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

Shipping / Billing address(배송/청구 주소)를 입

력하면(옵션) 배송비와 기타 수수료를 계산해 주
므로 주문 시 시간이 절약됩니다.

Authorized Buyers(구매 승인권자)가 조직에

•

배송 및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으면 e-Quote를 저장할 때

•

이후 Save eQuote를 클릭합니다. 추후 참조를 위

Authorized Buyer (구매 승인권자)의 이름을

해 저장된 eQuote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이 전송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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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Quote 검색

Fig 4.3

eQuote를 검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그림

1

4.3). 위쪽의 탐색 메뉴 바로 아래에 있는 Quotes 링크를
클릭하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My Tools” 섹션에서
eQuote를 보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 가
능한 모든 eQuote의 목록이 제공됩니다.
•

eQuote을 가장 빠르게 찾는 방법은 필터링 검색
상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Quote를 찾으려면

이름, 번호, 작성자 또는 구매자로 검색할 수 있습
니다.

•

eQuote 목록 내에서 eQuote 번호를 클릭합니다.
여러 개의 견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해당
eQuote 앞의 선택상자를 선택 후 <<Purchase

Fig 4.4

Selected>>를 클릭하면 됩니다.
•

수량을 변경하려면 eQuote 번호를 클릭하여
eQuote를 열고 수량을 조정한 후 “Save new
eQuote”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업
데이트된 구성이 새 eQuote번호로 새로운 견적으

로 저장됩니다. 원래 eQuote는 변경되지 않으며
만료되거나 삭제될 때까지 eQuote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

Fig 4.5

구매할 준비가 되면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4.3 만료된 eQuote 재견적
만료된지 30일 이내의 eQuote는 여전히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Requote"(그림 4.5)을 클릭하면 eQuote가 장바
구니로 즉시 이동하고 새 eQuote 번호가 생성됩니다.
새로운 eQuote는 품목 사용 가능 여부 및 최신 가격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Quote는 구성 또는 구성 가격에 변경 사항이 없다면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Dell 글로벌 포털 |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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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매 및
주문
구매를 시작하기 전에 글로벌 포털 페이지 상단의 선택기에서 원하는 "ship to country"를 선택합니다. 페이지 상

단에 있는 "ship to country" 선택기를 통해 선택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지정하고 선택한 국가에 특화
된 사용가능한 여러 현지화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1.1 Global Standard Configuration 구매 및

Fig 5.1

주문
"Standard Configurations" 페이지를 엽니다.

실시간 필터링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표준 구성을 빠
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Quick Specs" 링크를 사용하여 자세한 구성을 봅니

다. (그림 5.1)
주문하려는 제품 옆의 Customise & Buy를 클릭합니

Fig 5.2

다(그림 5.1).

관심 있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키보드 레이아웃, 시
스템 소프트웨어 언어 및 전원 코드는 배송 목적지의
언어 및 지역 사양에 따라 자동으로 사전에 선택되어
있습니다. ‘More Actions’(그림 5.2)에서 구성 요약을
검토하고 구성 요약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인쇄하거
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구매할 준비가 되면
Add to Cart만 하면 됩니다.

Fig 5.3

5.1.2 카탈로그에서 구매 및 주문
주문하려는 제품 그룹을 선택하고 추가 탐색을 사용
하여 선택 범위를 좁히고 선택한 구성을 맞춤 설정합
니다. 관심 있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구매할 준비가
되면 Add to Cart만 하면 됩니.다.

키보드 레이아웃, 시스템 소프트웨어 언어 및 전원 코드는 배송 목적지의 언어 및 지역 사양에 따
라 자동으로 사전에 선택되어 있습니다.
Dell 글로벌 포털 |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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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장바구니에 품목 담기

•

Add to Cart를 선택합니다(그림 5.4).

•

필요한 경우 수량을 변경합니다.

•

Fig 5.4

1

Ship to Country 및 통화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Fig 5.5

•

주문을 하려면 녹색 "Checkout" 버튼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안 결제 화
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림 5.5)

5.3 Checkout(결제) 진행
•

연락처 정보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Billing 및 Shipping 정보를 입
력합니다. Search 필드에서 손쉽고 직
관적인 방식으로 주소를 검색할 수 있

습니다. 미리 입력된 Billing 주소를 선
택합니다(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지
Dell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 Address

Book에서 배송 주소를 선택하거나 필
요한 경우 새 배송 주소를 추가합니다.
•

배송 방법을 선택합니다. (활성화 되어

있을 경우)
•

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해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

Trade Compliance 질문을 완료합니다
(필수).

•

지원 서류를 첨부합니다(옵션).

•

"Review" 화면에서 주문 정보를 확인
하고 Change 링크를 클릭하여 필요한
변경을 수행합니다.

•

Dell에 주문서를 전송하려면 녹색
"Order and Confirm Paym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Dell 자동 주문메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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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소록

Address Book(주소록)을 사용하면 Dell에 연락할 필요없이 글로벌 주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Fig 6.1

6.1 주소록 액세스
•

글로벌 포털 페이지 위쪽에 있는 Account로 이
동합니다.

•

Manage Addresses(주소 관리) 링크를 선택합니

다.

6.2 새 배송 주소 생성
Fig 6.2

이전에 저장한 주소가 없거나 표시된 주소가 아닌 다
른 주소로의 배송이 필요한 경우 새 주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유형(shipping(배송))을 지정하기 위해 체
크박스를 선택합니다(그림 6.2).

•

필수 필드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6.3 주소 관리
Address Book(주소록)(그림 6.3)을 사용하면 저장된 주
소 목록에 액세스하고, 각 주소에 적용된 우선 순위와

주소가 Shipping (배송) 주소인지 Billing (청구) 주소인

Fig 6.3

지,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는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Priority(우선 순위)를 지정하면 한 주소를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 이 기본 주소가 미리 선
택되어 보여집니다. 언제든 주소의 우선 순위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사용자 프로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Billing (청구) 주소는 잠겨 있습니다. Billing (청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주소를 찾거나

구) 주소를 추가/편집/삭제해야 하는 경우 Dell

열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쉽게 정렬할 수 있

세일즈팀에 문의하십시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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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ll Partner
국가 주문
선택한 국가가 Dell Direct 국가가 아닌 경우 Dell Authorized Partner(Dell 공인 파트너)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특정 파트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Global_Portal_Support@dell.com
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7.1 제품 선택 및 Dell Authorized Partner(Dell 공

Fig 7.1

인 파트너)에게 전송
•

페이지 상단의 국가 선택기에서 "ship to country"를 선택합니다.

•

드롭다운 상자에서 Dell Authorized Partner(Dell
공인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그림 7.1)

•

관심 있는 구성을 선택하고 맞춤 설정합니다. 키
보드 레이아웃, 소프트웨어 언어 및 전원 코드는
배송 목적지의 언어 및 지역 사양에 따라 자동으
로 사전에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선택

Fig 7.2

은 사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Add to Cart를 선택합니다.

•

수량을 변경하고(필요한 경우) Create Quote를
클릭합니다. (그림 7.2)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Send to Partner를 클릭

합니다. (그림 7.3)
요청이 제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Dell Authorized
Partner(Dell 공인 파트너)에게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이 요청은 만료될 때까지 계속 표시됩니다.

Fig 7.3

표기되는 금액은 Dell Partner 국가에 해당하는 대략적
인 금액일 뿐입니다. 최종 가격은 파트너가 견적의 형

태로 제공합니다.

시간이 절약됩니다. 페이지 상단의 "Account" 탭을 통해 Dell 공인 파트너 목
록을 즐겨찾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페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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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견적 요청(RFQ)
Request Number(요청 번호)를 제공하는 이메일을 받게

Fig 7.4

1

됩니다. 또한, 해당 요청이 Quotes 페이지에 표시됩니
다.

요청이 처음 제출되면 Pending Partner Pricing으로 상
태가 표시됩니다. (그림 7.4).
파트너가 견적을 완료하면 파트너가 페이지에 견적을
업로드하고 상태를 Price Updated 로 변경합니다. 그러
면 파트너가 작업을 완료했음을 알려주는 이메일이 전
송됩니다.
Quote 페이지(My Tools 아래)에 액세스하고 상태가
Price Updated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Fig 7.5

7.3 주문 요청(RFO)
추가 정보를 보려면 견적 번호를 클릭합니다. 파트너가
첨부한 최종 견적에 만족하는 경우 파트너가 확인 조치
하도록 주문서(PO)/계약 동의서 업로드하고 Request

Order합니다. (그림 7.5)
Dell에서 주문을 완료하기 위해 이메일 알림을 파트너에
게 전송합니다.
공인 파트너가 주문하면 요청 상태가 자동으로 업데이
트됩니다. 견적이 이제 purchased되었다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림 7.6)

Fig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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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porting (보고
서)
보고서는 일부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Fig 8.1

8.1 Global Order Status
Global Order Status를 사용하면 전 세계에서 접수된
최근 Dell Direct 국가 주문을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포
털, 현지 프리미어 페이지, Dell 영업 담당자를 통한 전
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된 모든 주문을 표시할 수 있습
니다.

주문 검색 및 찾기
상단 메뉴툴바 섹션 아래 또는 글로벌 포털 탐색 메뉴
아래 도구 모음에서 Order Status link(주문 상태 링크)

Fig 8.2

(My Tools)를 클릭하여 Order Status(주문 상태)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림 8.1)
In Production(생산 중), Pre Production(생산 전),
Shipped(발송됨), Delivered(배송됨) 또는 Cancelled(취
소됨) 상태인 지난 2년 내의 모든 글로벌 주문에 액세
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8.2)

Recent Order(최근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아
Fig 8.3

래의 기준에 따라 필터링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

Country(국가)

•

Customer Number(고객 번호)

•

Status of the Order(주문 상태)

•

Timeframe(기간)(45일 내, 90일 내, 6개월 내, 1년
내 및 2년 내)

•

Order number/PO number(주문 번호/발주서 번
호)

국가별 상세 정보에는 Dell Purchase ID(Dell 구매 ID),

참고: 이러한 열은 페이지의 "Options" 버튼을 사용하

Description(설명), Estimated delivery(예상 배송일),

여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7개의 항목만 활

Order date(주문 날짜), Dell Order number(Dell 주문

성화할 수 있으므로 다른 항목을 활성화하려면 기존

번호), PO number(발주서 번호),

선택항목을 선택 취소해야 합니다.

Status(상태) 및

other actions(기타 작업)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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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4
주문 상세 정보 및 실시간 주문 추적 보기

•

주문 번호 링크를 클릭하여 order details(주문 상세 정
보), package tracking information(패키지 추적 정보) 및
actions(print(인쇄), view packing slip(포장 명세서 보기),
report an incorrect item(잘못된 항목 보고)를 포함하지
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문의 상세 정보(그림 8.4)를 볼
수 있습니다.

•

주문이 발송되면 tracking number(추적 번호)를 클릭하
여 배송업체의 웹페이지로 이동해 주문을 계속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port(내보내기), Subscribe(구독) 또는 Unsubscribe(구독 취

Fig 8.5

소)
"Select an Action"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port all(모두 내보내기) - 이 작업을 선택하면 Excel 문
서로 주문이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Subscribe to selected(선택한 항목 구독) - 취소, 발송 또
는 배송되지 않은 주문을 1개 이상 선택해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편집이 가능하며, 이메일 주소를 등록
하면 목록에 포함된 모든 주문에 대해 주문 발송 또는 주

문 지연 이메일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Unsubscribe(구독 취소) - 이전에 구독했던 모든 주문에
대한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2 Purchase History(구매 내역) 및 Warranty Reports(보증
보고서)
Purchase History(구매 내역)은 구매 후 15개월 간의 추세 데
이터를 제공하여 전 세계의 위치별로 구매되고 지불된 내역
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Service Contract (Warranty)
Report(서비스 계약(보증) 보고서)는 자산 계획에 대한 미래

지향적 보기와 만료된 보증 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내역 보

Fig 8.6

기를 제공합니다.

•

Account 페이지로 이동하고 View and Share Reports
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

필수 필드(Account(계정), Product,(제품), Region(지
역), Country(국가) 및 currency(통화)를 입력합니다.

•

View Report(오른쪽 상단)를 클릭하여 그래픽 형식의
보고서에 액세스합니다(그림 8.6).

•

Summary View를 선택하여 상세 보고서에 액세스하
고 필터링하거나 Excel로 내보냅니다. 내보내려면
Select a Format(형식 선택)을 선택한 다음 필요에 따
라 Excel 문서를 열거나 저장합니다.

Dell 글로벌 포털 |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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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계산서 확인

Fig 8.7

미주지역 또는 APJ 지역에서 계산서 검색
•

페이지 상단에서 Account을 클릭한 다음 View
and Share Reports와 Premier Invoicing report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

다양한 필터를 사용하여 계산서를 검색한 다음

Search(검색)을 클릭합니다. Download into Excel
(Excel로 다운로드) 옵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8.7)

EMEA에서 계산서 검색*
•

페이지 상단에서 Account을 클릭한 다음 View

and Share Reports와 My Financials Invoice
reporting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기지급 및 미지
급 계산서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
를 입력합니다.

* 유럽, 중동, 아프리카

Dell 글로벌 포털 |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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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액세스
관리
글로벌 포털을 운영하면 Dell은 액세스 그룹당 한 명 이상의 사용자 관리자를 지정하여 글로벌 포털 페이지에 대
한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하고 회사의 사용자 요구 사항을 처리하도록 요청합니다.

접속권한 및 액세스 그룹 관리
Dell 글로벌 포털을 통해 액세스 그룹 및 접속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해당 접속권
한 및 책임에 따라 글로벌 포털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항
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러 다른 액세스 Fig 9.1

그룹의 권한을 받아 각기 다르거나 같은 접속권한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User Administrator만 그룹 내의 역할에 사용자

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9.1 사용자 관리
글로벌 포털 페이지의 사용자를 관리하고 새 사용자를

추가하고, 접속권한을 관리하고, 사용자를 검색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페이지 상단에 있는 Account으로 이동합니다(그

Fig 9.2

림 9.1).
•

관리자 사용자 접속권한이 있는 경우 "Manage
Users" 섹션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새 사용자를 추가하고, 기존 사용자를 복
사하고, 사용자를 업로드하고, 사용자 목록을 다운로드
하고, 사용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언제든지 필터를 적용하여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새 사용자가 프리미어 페이지에 액세스하도록

하려면 새 사용자의 이메일을 입력하고 "Add
User"를 클릭합니다.
•

•

이 새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액세스 그룹 및 접속

권한을 선택합니다(그림 9.2).

Access Group(액세스 그룹) 및 Role(접속권한)을

"Save and Send Email to User"을 클릭합니다.

선택하여 이 사용자가 글로벌 포털 페이지 내에
서 수행할 수 있는 항목을 결정합니다.

Dell 글로벌 포털 |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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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Roles(역할) 및 Access Groups(액세스 그룹) 선택

대부분의 조직에서 사용자는 일반 액세스 및 보고/관리 액세스 그룹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Dell은 "General
Access(일반 액세스)" 범주에서 보고서를 해제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Management(관리)" 액세스 그룹의 구성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각 액세스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고객의 선택입니다.

여러 역할을 할당하고 동료들이 글로벌 포탈에서 수행할 작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할은 Shoppers(견
적권한자), Buyers(구매권한자) 및 관리자의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

Shoppers(견적권한자)는 주문할 수는 없지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eQuote로 저장하고 자신의 eQuote를
볼 수 있습니다.

•

Site eQuote Shoppers(사이트 eQuote 견적권한자)는 Shopper와 동일한 권한이 있지만 페이지에 저장된 모
든 사용자의 eQuote를 볼 수 있습니다.

•

Shopper-no-price(가격 미포함 견적권한자) 는 견적권한자과 동일한 권한이 있지만 가격을 볼 수는 없습니
다.

•

Buyers(구매권한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eQuote로 저장하고, 자신의 eQuote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

eQuote buyers(eQuote 구매권한자)는 구매권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고, 동일한 액세스

그룹에 속하는 다른 사용자의 eQuote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

Site eQuote buyers(사이트 eQuote 구매권한자)는 구매권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고, 페
이지에 저장된 모든 액세스 그룹의 모든 사용자의 eQuote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

User Administrators(사용자 관리자)는 eQuote 구매권한자와 같이 주문할 수 있지만 동일한 액세스 그룹 내
의 사용자를 초대, 취소 또는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관리자만 액세스 그룹 내의 사용자에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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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lobal Account

Team(글로벌 세일
즈팀)

Dell 세일즈팀

Fig 10.1

글로벌 포털 페이지에서 직접 Dell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Account로 이동하고 Dell Contacts를 선택합니다(그림
10.1).
이 섹션에서는 글로벌 Dell 팀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

니다. "General Contacts"는 주요 연락처로 본사 Dell 세
일즈 팀, 프로그램 관리자 및 프리미어 계정 관리자를
포함합니다. 드롭다운 필터를 사용하여 해당 국가의

Dell 담당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메일: global_portal_support@d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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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용한 자료

Global Portal Video Library
비디오 교육은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Dell Global Portal Video library를 방문하여 짧은 비디오를 시청
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메일: global_portal_support@d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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