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경쟁력을�갖춘 
LENOVO 스토리지�모델과 
사전�승인된�가격을�통해 
빠르게�스토리지�비즈니스를 
성장시킬�수�있습니다.

시장에서�검증된�스토리지 
번들패키지를�통해 
업무별�워크로드를�손쉽게 
처리할�수�있습니다.

RACE to WIN
Benefit (F.E.P)

The more storage, the more you benefit.

자격조건 : 모든�플래티넘, 골드, 실버 
및�공인�인증�파트너사

다양한�조합 : 제안된�번들패키지 
선택�또는�필요한�구성�가능

보너스�상한선�없음 경쟁력�있는�가격�제공

Race to Win 프로그램을�통하여�더욱�경쟁력�있는�가격으로�스토리지�비즈니스를�확장
시켜보십시오. 번들패키지화�된 Lenovo Race to Win 스토리지�솔루션이�준비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램�참가를�원하시는�분은 Lenovo 파트너�허브에�로그인�또는�채널�계정�관리자에게�문의해�주십시오. (사용이 
처음이신�분은�등록이�필요합니다.)

경쟁력�있는 Race to Win 번들패키지�가격으로�스토리지�비즈니스를�빠르게�시작하세요. 

R2W Bundle

소프트웨어

제품명

Disk 사양

인터페이스

가격

ONTAP SAN ONLY

DM5000F

16Gbps FC connectivity

ONTAP UNIFIED

DM3000H

10GB iSCSI Base-T

SANTRICITY

DE4000F

FC- 8x transceivers 
& cables

SANTRICITY

DE2000H

10GB iSCSI Base-T 

데이터�효율성을�갖춘
올�플래시

대용량 
워크로드용

고성능
올�플래시

백업�및 
아카이브�용

Lenovo 
DM5000F

Lenovo
DM3000H

Lenovo
DE4000F

Lenovo
DE2000H

고성능 AFA

미션�크리티컬�앱

데이터�베이스

가상머신용�유니파이드 
스토리지

마이크로소프트�솔루션

대용량�파일�서비스

이미지�저장소

백업&복구

분석

빅테이터

가상머신

테크니컬�컴퓨팅

데이터�보호

백업&아카이브

안티랜섬웨어

비디오�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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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기/등록하기

20,600,000한국 (원) 22,000,000 18,900,000 11,600,000

12 x 960GB 12 x 10TB 6 x 3.84TB 12 x 10TB

제공되는 LENOVO Race 
to win 번들패키지 
스토리지의�가격을�통해 
��%의�최소�수익을 
보장합니다.

PROFITABLEFAST EASY

RACE to Win Accelerator Bundle

*실제�보상�금액�기준은�지역, Engage 프로그램�레벨�및�목표�달성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프로그램�개요 프로그램�세부정보

프로그램 Race to Win

파트너�자격�기준

프로그램�기간

프로그램�타입

프로그램�보상(기본)

프로그램�보상(재구매)

프로그램�보상�갭

보상�계산방법

대상�제품

Lenovo ISG Partner Engage 프로그램에서�플래티넘, 골드, 실버�또는�공인�레벨을�보유한 
리셀러(총판은�해당�프로그램�참여�불가)

����년 �월 �일 ~ ����년 �월 ��일

백엔드�파트너�보상

대상�제품의�총�매출의 ��%

지난 Lenovo 회계�분기에�구매한�파트너�대상�제품�총�매출의 �%

파트너가�받는�보상액에는�상한선이�없습니다.

프로그램�기간�중 Lenovo에�보고된 Invoice 금액의 ��%를�보상받게되며, 재구매�대상�파트너의 
경우 �%를�추가로�보상받습니다. 

Lenovo ThinkSystem DE와 DM 시리즈�제품�선택 

스택�규정

지급�기준

해당�프로그램은�기존의�모든�스토리지�목표�달성�프로그램�및�스토리지�프로모션을�대체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프로그램�진행�기간�동안�논스토리지�목표�달성�프로그램�또는�기타�논스토리지�프로그램�및 
프로모션과�중복�참여할�수�있습니다.

프로그램�보상�지급�대상�금액은�최소 ���달러입니다. 최종�보상액이 ���달러�미만인�경우 
지급대상이�아니며, 다음분기로�이월되지�않습니다.

Storage Rebate Repeat-Buy Rebate

10% 2%

*자세한�약관 

https://www.lenovopartnerhub.com/

https://www.lenovopartnerhu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