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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등록 약관 및 가이드라인 – APJ 
 
 

2021 년 11 월 
 
 
1. 일반 

 

딜 등록 프로그램은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현재 

참여사인 채널 파트너(각각 "파트너")와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 및 Dell 

Technologies 와의 총판 계약에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현재 참여사로서 공인 총판(각각 

"총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약관과 “지역별 부록”(통칭 "등록 가이드라인")에서는 총판과 파트너(총판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가 Dell Technologies Partner Portal 을 통해 영업 기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문서에서 "딜 등록 프로그램"은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딜 등록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은 파트너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을 의미합니다. "Dell Technologies"는 귀사가 

따르기로 동의한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Dell 및/또는 EMC 

법인(들)을 의미합니다. 
 

2. 딜 등록 조건 
 

파트너가 Dell Technologies 의 새 비즈니스 영업 기회를 살펴보도록 장려하기 위해 파트너 및 

파트너의 영업 기회가 Dell Technologies 의 단독 재량 및 법률에서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영업 기회는 딜 등록이 가능합니다. 
 

a) 딜은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최종 사용자에 대한 델 및 델 EMC 제품 

및 서비스의 재판매를 위한 단일 비즈니스 영업 기회를 위한 것입니다. 
 

b) 파트너가 딜 등록을 제출할 때 Dell Technologies 에서 직접 해당 딜을 추진하고 있지 

않고있고 해당 어카운트에 대해 진행 중인 Dell Technologies 의 판매 활동이 

없습니다. Dell Technologies 가 딜을 직접 추진한다고 알리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파트너가 Dell Technologies 에 연락하거나 Dell Technologies 가 파트너에게 

연락하여 딜에 대한 협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c) 딜 등록 대상 하드웨어 제품은 새 제품(리퍼비시 제품 제외)으로 Dell 

Technologies 에 의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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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딜이 다른 파트너가 등록하지 않은 딜입니다. 그러나 Dell Technologies 가 현지 

법률에서 요구되는 것이라고 결정할 때는 특정 상황에서 Dell Technologies 가 

동일한 딜에 여러 파트너가 등록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e) 딜이 게시된 “공개 입찰”(다음에 정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개 입찰이 

게시되기 전에는 파트너가 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은 RFP(Request for 

Proposal), IFB(Invitation for Bid), IDIQ(Indefinite Delivery Indefinite Quantity) 또는 

공공 조달 법률과 규정에 구속되는 유사한 공공 부문 입찰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f) 딜의 총 규모가 “지역별 부록”에 상술된 최소 딜 규모를 충족합니다. 총 딜 규모는 

세금, 운송, 취급 또는 기타 수수료가 적용되기 전에 결정됩니다. 딜 규모 결정에는 

Dell 및 Dell EMC 제품 및/또는 서비스만 포함되며 제 3자 제품 및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g) 딜을 등록하기 전에 파트너는 Dell Technologies 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준만큼 해당 딜과 

관련된 PreSales 영업 활동(최종 사용자 측 의사 결정권자와의 미팅, 딜 검증, Dell 또는 Dell 

EMC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프로젝트 예산을 수치화하도록 최종 사용자를 지원 또는 Dell 

또는 Dell EMC 제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최종 사용자의 프로젝트 요구 사항 정의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딜 등록 툴의 타당성 

진술(Justification statement) 항목에 이러한 업무 활동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파트너는 요청을 받은 경우 Dell Technologies 에 제공할 수 있도록 날짜 및 시간 증빙을 

포함하여 이러한 업무 활동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h) 파트너는 딜 등록 시 Dell Technologies 에서 해당 파트너가 딜을 처리할 올바른 역량을 

보유했는지 판단하고 딜 등록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딜 등록 프로세스 

 

파트너가 딜을 등록하려면 다음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a) 딜이 제 2 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 파트너는 Dell Technologies 의 딜 등록 툴을 통해 딜을 정확하게 제출하여 Dell 

Technologies 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딜 등록은 단일 최종 사용자와의 단일 

딜을 나타내야 합니다. 파트너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딜 또는 최종 사용자 계정을 결합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는 추가 또는 다른 비즈니스 영업 기회를 위해서는 별도의 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c) 제 2 항에 상술된 예외 사항으로 Dell Technologies 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트너는 

정확하고 완전한 딜 정보가 포함된 딜을 제출하는 최초의 파트너여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딜 등록을 제출할 때 파트너는 오탈자 없이 최종 사용자의 정식 회사 이름을 포함하여 

알려진 최종 사용자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해야 합니다. 딜 등록 요청을 제출하는 파트너가 

영업 기회에서 다른 파트너 또는 Dell Technologies OEM 고객과 협력하는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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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는 딜 등록 제출 시 다른 파트너 및 OEM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d) Dell Technologies 는 파트너에게 딜 등록이 승인되었는지와 딜이 등록되었는지("딜 등록") 

또는 딜 등록이 거부되었는지를 이메일을 통해 알립니다. Dell Technologies 는 업무일을 

기준으로 2 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알리고자 노력하지만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대한 딜의 

경우(해당되는 국가) 추가 검증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 총판은 제 3.a 항 내지 제 3.d 항을 준수해야 하고, 딜 등록을 획득하려는 경우 리셀러 및 

최종 사용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총판은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의 솔루션 제공자 트랙에서 파트너를 대신해서만 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딜 등록 기간 및 갱신 

 

“지역별 부록”에 다른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각 딜 등록은 Dell Technologies 가 딜 등록 승인을 

알린 날로부터 구십(90)일("등록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Dell Technologies 는 단독 재량으로 딜 등록 

만료 전에 등록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5. 딜 등록 혜택 

1. 5.1 섹션 6(예외 사항) 및 Dell Technologies 외부 RoE(Rules of Engagement)에 따라 
다음 혜택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정도로 적용됩니다. 

 

: 
 

a) 파트너가 딜 등록 허가를 받으면 Dell Technologies 는 딜 등록에 지정된 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b) 총판이 딜 등록 허가를 받으면 Dell Technologies 는 딜 등록에 지정된 딜에 대해서는 

리셀러 또는 최종 사용자가 직접적인 영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5.2 등록 기간 동안 파트너 및 총판은 Dell Technologies 에 모든 관련 PO(Purchase Order)에 대한 
지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트너는 딜 등록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3 파트너가 딜 등록 요청을 제출했거나 총판이 파트너를 대신해 딜 등록 요청을 제출하여 딜 등록 

요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파트너만 해당 영업 기회에 대한 딜 등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위의 제 3(c)항의 설명에 따른) 딜 등록 제출에서 신원이 확인된 다른 파트너 또는 Dell Technologies OEM 

고객은 딜 등록 혜택 또는 Dell Technologies 가 승인된 딜 등록과 관련하여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리한 Pricing 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6. 예외 사항 

 

6.1 Dell Technologies 견적 및 입찰에 대한 예외 사항.  위의 제 5 항(딜 등록 혜택)에도 불구하고, Dell 

Technologies 는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딜에 대한 견적을 제공하거나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a) Dell Technologies 가 딜의 견적을 작성하거나 입찰하도록 최종 사용자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4/6페이지 © 2021 Dell Inc or its subsidiaries. 

 

 

b) 최종 사용자가 딜에 포함된 제품군에 대한 Dell Technologies 의 직접적인 현재 "활성" 고객인 경우. 

지난 십이(12) 개월 동안 Dell Technologies 가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했거나 최종 

사용자가 Dell Technologies 의 직접적인 글로벌 Segment 또는 국제 어카운트인 경우 해당 최종 

사용자 계정은 "활성" 상태로 간주됩니다.  
 

c) 파트너의 입찰 또는 견적을 최종 사용자 고객이 거부한 경우. 
 

d) 최종 사용자 고객이 Premier Pages 와 같은 Dell Technologies 온라인 소스를 사용하여 Pricing 을 

받는 경우. 
 

e) 파트너가 등록 기간 내에 딜을 종료하지 않았고 등록 기간의 연장이나 갱신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파트너가 딜 등록에 지정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PO(Purchase Order)를 발주하고 

인보이스 금액을 지불하면 딜이 "종료(Close)"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f) 최종 사용자가 파트너의 딜 등록에 포함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완벽하게 통합된 

업종별(vertical market) 솔루션에 대해 견적 제공이나 입찰을 요청하지만 파트너가 전체 

솔루션(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에 대한 견적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g) 딜이 공개 입찰의 대상인 경우.  
 

h) 아래 제 6.2 항(딜 등록 예외 사항)에 상술된 모든 경우. 
 
 

6.2 딜 등록 예외 사항.  위의 제 5 항(딜 등록 혜택)에도 불구하고 Dell Technologies 는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딜 등록 및/또는 등록 액세스를 거부, 제거, 철회, 보류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파트너가 딜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거나 최종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 또는 Dell Technologies 의 연락에 응답하지 못함). 
 

b) 파트너가 등록 양식에서 확인된 새로운 Dell 또는 Dell Technologies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영업하거나 견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c) 파트너가 등록된 영업 기회에 대해 경쟁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견적을 제공하는 경우. 
 

d) Dell Technologies 가 딜에 대해 견적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딜에 대한 견적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여 Dell Technologies 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Dell Technologies 의 판단에 의거). 
 

e) 공개 입찰이 제조업체(예: Dell Technologies)에만 공표되고 제조업체(예: Dell Technologies)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입찰 제출에서 파트너 커뮤니티를 제외하는 경우. 
 

파트너가 딜을 이행할 수 없거나 최종 사용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딜에 

이용 가능한 충분한 신용이 없어 최종 사용자가 파트너와 협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공공부문 

딜과 관련하여 파트너가 필수 비밀 취급 인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f) 최종 사용자가 파트너가 보유하지 않은 계약 수단이나 파트너가 해당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입찰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g) Dell Technologies 가 파트너의 계정을 보류했거나 파트너가 인보이스 대금을 늦게 지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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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딜이 이미 다른 파트너에게 등록된 것으로 결정된 경우(단 여러 딜 등록이 위 제 2(d)항에 설명된 

대로 허가되었거나 Dell Technologies 에서 승인한 경우 제외). 
 

i) 파트너가 (a)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을 위반하거나, (b) Dell Technologies 의 판단에 

따라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손상시키는 활동에 연루되었거나, (c)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호도(mislead)하거나 사기성 정보를 제출했거나, (d) Dell 

Technologies 에 손해, 곤경 또는 불리한 세평을 초래하는 활동에 연루된 경우. 
 

j) Dell Technologies 가 단독 재량으로 결정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3 위의 제 5 항(딜 등록 혜택)에서는 최종 사용자가 동의했거나 수신 거부하지 않은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케팅 및 기타 프로모션 자료 유포에 있어 Dell Technologies 의 직접적인 영업 활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6.4 총판의 딜 등록과 관련하여 본 제 6 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파트너"는 딜 등록에서 확인된 총판 

또는 리셀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최종 사용자"는 등록에서 확인된 최종 사용자 또는 리셀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용자 또는 리셀러가 Dell Technologies 로부터 직접 구매하고자 하여 

Dell Technologies 에 직접 견적 제공 또는 가격 제시를 요청할 경우 제 6.1(a)항에 따라 Dell 

Technologies 는 등록된 딜에 대해 견적을 제공하거나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6.5 제 6.1 항(Dell Technologies 견적 및 입찰에 대한 예외 사항)은 Dell Technologies 가 진출하지 않은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6 파트너가 (a) 관련 딜 등록에 자세히 설명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닛을 주문하거나, (b) 특정 딜 관련 

Pricing 을 활용하여 유닛을 주문하여 딜 등록에 포함되지 않거나 특정 딜 관련 Pricing 대상이 아닌 최종 

사용자에게 재판매하거나, (c) 파트너가 등록된 영업 기회에 대해 계속해서 경쟁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견적을 제공하는 경우 Dell Technologies 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파트너의 PO(Purchase 

Order)의 당시 표준 List Price 를 파트너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파트너는 표준 List Price 와 

원래 인보이스 가격의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Dell Technologies 는 또한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에서의 현재 계층/상태에서 해당 파트너를 강등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7 구제 수단 
 

파트너 및 총판의 구제 수단은 각각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에 명시된 금액 또는 $500 중 더 큰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Dell Technologies 는 파트너 및 총판이 본 등록 가이드라인, 해당 법률,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 및 Dell Technologies 파트너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청렴 및 정직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파트너 또는 총판이 상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에서의 파트너 참여사 자격이 일시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파트너 및 총판에게는 어떠한 구제 수단도 

제공되지 않으며 Dell Technologies 는 단독 재량으로 본 딜 등록 프로그램에서 파트너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총판을 통한 딜 등록의 경우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의 참여사가 아닌 리셀러에게는 구제 수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8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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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또는 총판은 딜 등록 프로그램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Dell Technologies, 다른 파트너 

또는 총판이 관련된 모든 분쟁을 Partner Portal(www.dellemc.com/partner, 지원 항목, 딜 등록)에서 이용 가능한 

케이스 관리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모든 문제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 계약의 모든 관련 

분쟁 해결 규정이 적용됩니다. 
 

9 기타 
 

Dell Technologies 는 언제든지 모든 파트너 또는 총판의 딜 및 딜 등록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트너 또는 총판의 등록과 관련하여 제출된 보고서, 문서, PO(Purchase Order), 인보이스 또는 부속 

정보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ell Technologies 는 제 6.2(J)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파트너 또는 총판의 델테크놀로지스 파트너 프로그램 또는 딜 등록 프로그램 

참여를 보류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 의 기록과 시스템은 딜 등록 승인과 딜 등록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권위와 구속력이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 는 본 등록 가이드라인과 딜 등록 제출의 승인이나 

거부를 단독 재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Dell Technologies’의 결정은 타협 불가능하며 

최종적입니다. Dell Technologies 는 딜 등록 프로그램에서 승인된 모든 딜 등록의 성공이나 종료(Close)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딜 등록 프로그램의 혜택은 다른 혜택, 프로모션 또는 오퍼링과 결합될 수 없습니다. Dell 

Technologies 는 통지 없이 본 등록 가이드라인의 전체나 일부를 수정, 대체 또는 삭제하거나 Dell 등록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http://www.dellemc.com/partner


 

 
 

아래에 정의된 지역에 위치한 파트너 또는 총판일 경우 본 “지역별 부록”이 적용됩니다.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역별 부록”과 등록 가이드라인의 다른 약관이 함께 해석되지만 “지역별 부록”이 해당 약관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경우 “지역별 부록”이 우선 적용됩니다. 
 

딜 등록 기간 및 가이드라인의 지역별 부록 
 
 
 
 
 
지역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인도 및 남아시아 국가가 

포함되는 APJ 지역 
 

 
 
딜 등록 
최소 딜 규모(명시된 금액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미국 달러입니다.) 

 

 

$20,000 USD 
$20,000 AUD/NZD 

 
 

 
 
등록 기간 

 

 

90 days 
 
영업 활동 및 Dell Technologies 의 승인에 따라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별 약관 

• Dell Technologies 는 Partner of Record및 Power Up Program을 

통한 핵심 혜택으로서 파트너 우선권(Partner of Record) (“PoR”) 

자격을 허가하여 파트너의 투자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추가 

정보는 이 프로그램 약관 및 기준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PoR" 

자격이 있는 파트너는 본 딜 등록 기간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 

영업 기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elltechnologies.com/partner/en-sg/auth/sales/incumbenc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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