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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및 인센티브 - BV에서 CIL로 계약
마이그레이션 이후 인보이스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이 글의 목적은 Cisco 채널 총판사와 파트너가 최근 Cisco Systems Intern
ational (B.V.)에서 Cisco International Limited (CIL)로 계약이
변경되면서 리베이트와 인센티브 청구 과정에 변경된 사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014년 11월 16일, EMEA와 APAC Theatre의 129개국에서 법적 계약이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에서 Cisco International Limited (CIL)로
마이그레이션 되었습니다. 계약 마이그레이션 전문과 영향을 받게 될 국가
리스트를 보시려면 CIL 마이그레이션 핸드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1-tier 파트너, 2-tier 파트너, 총판사, 제 3의 마케팅 벤더의
리베이트, 인센티브, 마케팅 지불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트너/벤더는 2회에 걸쳐 지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11
월 16일 이전에 BV에서 적립된 리베이트와 인세티브를 지급하고
다른 한 번은 11월 16일부터 계약을 통해 CIL (UKH)에서 적립된
리베이트와 인세티브를 지급합니다.



파트너/벤더는 청구 이메일에 표시된 법적 단체에 근거하여 지불
과정에 적용된 법적 계약이 무엇인지 확인해합니다.



마케팅 지불금은 즉시 CIL 세금 및 인보이스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상 기간은 스플릿 지불금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모든 BV 지불금이
청구되고 완료되기 2-3 분기 전 입니다.



파트너/벤더는 CIL (UKH) 또는 BV의 법적 계약에 따라 적절한
인보이스 및 세금 관련 지침을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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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계획


제품, 서비스, 마케팅 활동이 완료된 계약/법적 단체에 근거한
구체적인 인보이스와 세금 관련 지침을 따르고 비즈니스 단체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인보이스(Invoice)에 미칠 영향 – 인보이스의 “Bill-To(청구처)”
이름과 주소가 지불 청구하는 CIL 또는 BV 이름과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록 A)



세금에 미칠 영향 – 적절한 VAT 비율을 사용하려면 청구 과정에
간접세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지불 과정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Global EasyPay 청구 통지서에는 분산 결재가 지급되는 Cisco의 법적 단체가
표시됩니다. 파트너는 수정된 청구 지침을 따르고 각각의 고유 결재에 대한
세금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정확하게
청구하지 않으면 결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Global EasyPay 청구 예:

번역된 자세한 지침 사항은 Cisco Payments의 세금 및 청구 관련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Global EasyPay에 방문하시어 추가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에서 Cisco International Limited (CIL
)로의 국가 인에이블먼트 마이그레이션(Country Enablement Migra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CIL 홈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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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Cisco Payments 팀

부록 A

Cisco International Limited (CIL)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라이브(Go-Live) 이후 CIL (UKH)를 통해
적립된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 청구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Go-Live) 이전 BV를 통해 적립된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 청구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isco의 수취 가능한 주소
Cisco International Limited
9-11 New Square Park, Bedfont Lakes
Feltham – Middlesex
TW14 8HA, United Kingdom
Cisco Tax ID GB938856562
VAT = 20%

Cisco의 수취 가능한 주소
Cisco Systems International B.V.
Haarlerbergpark, Haarlerbergweg 13-19
1101 CH Amsterdam
The Netherlands
Cisco Tax ID NL805065246B01
VAT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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