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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Accelerator 프로모션 아시아 태평양 
Cisco Gold, Silver, Premier 인증 파트너용 

 

Cisco LAN 스위칭 및 라우팅 솔루션에 대한 점진적 판매 제고 및 파트너 수익성 증대 

 

Cisco Core Accelerator 프로모션은 2009년 4월 26일부터 2009년 7월 25일까지 Opportunity Incentive Program(OIP), 

Opportunity Incentive Program Development(OIPD), Opportunity Incentive Program + Technology Migration 

Program(OIP+TMP 통합)  을 통해 Cisco LAN 스위칭 및 라우팅 제품(코어)을 Booking하고 출하하여  판매한  

파트너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Cisco는 표준 OIP, OIPD, OIP+TMP 

거래를 통해 Booking 및 출하한 모든 대상* 코어 제품에 대해 사후 보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 프로모션 목표 

파트너의 라우팅 및 스위칭 솔루션에 대한 점진적 판매 제고 

• - 강력한 채널 파트너 인센티브 제공 

• - OIP, OIPD, OIP+TMP 에서 booking된 코어 제품의 순 금액(net value)을 기준으로 사후 보상 지급  

 

2. 프로모션 기간 

2009년 4월 26일 – 2009년 7월 25일 

 

3. 파트너 인텐시브 

• 대상* 라우터 SKU의 OIP, OIPD, OIP+TMP 순 booking(net booking) 금액의 5% 

• 대상* 스위칭 SKU의  OIP, OIPD, OIP+TMP 순 booking (net booking) 금액의 15% 

 

4. 파트너 요구 사항 

• Gold, Silver 또는 Premier 등급의 Cisco 인증 수준 



 

 
All contents are Copyright ©  1992–2009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본 문서는 Cisco 공용 정보입니다. 페이지 2/ 2 

• 파트너는 2009년 4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OIP, OIPD, OIP+TMP 에서 최소 $40,000의 순 금액(net booking)을 

달성해야 합니다. 

• 파트너는 2009년 5월 29일까지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5. 추가 정보* 

• 이 프로모션은 표준 OIP, OIPD, OIP+TMP 를 통해 예약 및 출하되는 거래에에만 적용됩니다. 

• VIP 라우팅/스위칭 SKU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리베이트 프로그램/프로모션이 적용되는 SKU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국 파트너는 이미 AIP를 통해 Core Accelerator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Core Accelerator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체 세부 정보 및 프로모션 이용 약관은 http://www.cisco.com/go/corepromo/asiapac 를 참조하십시오. 

 

 

© 2009 Cisco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Cisco, Cisco 로고 및 Cisco Systems는 Cisco Systems, Inc. 및/또는 미국과 특정 다른 국가 내 계열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 문서 및 웹 

사이트에 언급된 다른 모든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파트너라는 말의 사용이 Cisco와 기타 회사 간의 파트너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0705R) 

인쇄지: 미국 C25-377140-00   10/06 

http://www.cisco.com/go/corepromo/asiapac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