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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파트너 등록 프로세스 

 

멤버십 등록 
 

1.  파트너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Enroll Now 를 클릭합니다. 

   https://channelpartners.adobe.com/home/program.html 

 
 
 

https://channelpartners.adobe.com/home/program.html


2. Adobe ID 가 있는 경우 ‘SIGN IN’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Adobe ID 가 없는 경우, ‘CREATE AN ADOBE ID/Create Account’를 클릭하여 Adobe ID 먼저 생성합니다. 
 

 



3. Adobe ID 를 만든 후, 로그인 한 상태로 Registered 파트너 등록을 진행합니다. 

파트너 등록을 진행하는 동안 ‘저장 및 나가기’ 버튼을 누르지 말고,  

마지막 단계에 반드시 Submit 버튼을 눌러야 Registered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① Region & Language(지역 및 언어) : Preferred Language를 Korean으로 설정하면 한글로 변경됩니다. 

 

 

②등록기준 : 내용 숙지 후 클릭해주세요.  

 



③회사 정보 : 기본 회사 정보, 위치, 담당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④ 연락처 추가 : 추가 담당자 및 하단의 연락처 추가를 클릭하여 다른 담당자의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⑤ 프로그램 계약서 : 계약서를 읽은 후 하단의 등록 클릭 

 



4. Registered 레벨 파트너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한 이메일로, 시스템에서 아래의 2 가지 메일이 발송 

됩니다. 웰컴 메일을 받지 못하면 등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다시 

등록 해야 합니다. 

① Membership ID 가 적혀 있는 웰컴 메일 

② 비밀번호 변경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 해당 이메일을 통해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Certified 

업레벨을 진행 및 Partner Code of Conduct Training (파트너행동강령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 

 
 

 ① [ Welcome 이메일 예시] 

 
 

 ② [비밀번호 변경 이메일 예시] : 해당 메일 수신 후 꼭!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SFDC 로그인 가능합니다. 



CERTIFIED/GOLD Uplevel 및 Renewal신청 (Uplevel과 Renewal 신청 절차는 동일) 

1. 하기 링크로 접속합니다. 

https://adobe.force.com/communitieslogin?language=ko 
 

2. 로그인 시, 반드시 변경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시고 ID 는 등록 시 사용했던 email 끝에 “.adobe”를 

붙여서 진행합니다. 

[Sales Center 로그인 화면] 

 
 

3. 비밀번호 분실의 경우, 하단의 ‘Forgot your password?’ 를 클릭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하신 

후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등록 시 사용했던 email 끝에 “.adobe”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https://adobe.force.com/communitieslogin?language=ko


4. 로그인 후, 왼쪽 하단의 Quick Links에서 Adobe Channel Training Center 및 Up-Level 신청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les Center 로그인 후 화면 – Quick links] 

 

5. 먼저 트레이닝센터에서 Partner Code of Conduct(파트너 행동강령 교육) – Korean 교육을 이수합니다. 

트레이닝 이수 후, 이수 날짜가 포함된 인증 완료 메일이 발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artner Code of Conduct(파트너 행동강령 교육) – Korean 이수 확인 메일 예시] 

 
6. 교육 이수 후, Uplevel 링크를 통해 Uplevel 신청을 진행합니다. (“리셀러 멤버십 업그레이드” 클릭) 

7. 업레벨 신청 후에는 승인까지 최소  영업일 15일 이상 소요됩니다. 업레벨 완료 후에는 메일로 승인완료가 

안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 행동강령 교육(CoC Training : Code of Conduct Training) 

1. 트레이닝센터에 접속하여 ’Adobe Partner Code of Conduct’를 검색합니다. 

 

2. ‘Adobe Partner Code of Conduct(파트너 행동강령 교육) – Korean’ 을 선택합니다. 

 

 

 



3. 트레이닝 교육을 시작하려면 우측의 Enroll 클릭하여 수강합니다. 

 

 

4. 교육이 끝나면 Profile에 COMPLETED로 나타납니다. 

 

 

 

 

 

 

 

 

 

 

 



5. 트레이닝 이수 후, 이수 날짜가 포함된 인증 완료 메일이 발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artner Code of Conduct(파트너 행동강령 교육) – Korean 이수 확인 메일 예시] 

 

 

 

 

 

 

 

 

 

 

 

 

 

 

 

 

 

 



딜 등록 가이드 
 

Sales Center 로그인 

로그인 아이디(User Name)는 이메일 주소 뒤에 ‘.adobe’가 붙습니다. (ex. gildong@abc.com.adobe) 

*기본 담당자 1 명만 딜 등록 권한이 있습니다. 기타 담당자들은 딜 등록 권한이 없습니다. 
 

 

 
고객 계정 생성 

딜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고객 계정(Account)이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존에 이미 등록한 적이 있는 고객 계정은 새로 생성할 필요 없이, ‘기회’를 생성하실 때 계정이름을 검색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 ‘계정’ 탭으로 가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 ‘계정 레코드 유형’을 ‘고객 계정’으로 선택합니다. 

• 위와 같이 ‘계정’ 입력 화면이 나오면 고객 정보를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 붉은 색이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고객명은 약어가 아닌 Full name으로,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 ‘청구지 국가’ 항목은 ‘KR’로 입력합니다. 

• 주소를 ‘원래 값’ 또는 ‘제시 값’ 중 정확한 것으로 선택합니다. ( *다음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원래 값 사용’ 또는 

‘제시 값 사용’을 클릭합니다.)  



• 나머지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 계정은 생성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한 번에 정확한 입력 부탁드립니다. 

 

 

 

 

기회 생성 

▪ 위에서 생성한 고객 계정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다운 하여 ‘기회’ 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 또는, 기존에 생성한 고객 계정이 있거나 추후에 입력 시, ‘기회’ 탭을 클릭해서 ‘새 기회’를 클릭합니다. 

 

 
 
 
 
 
 
 
 



기회 편집  
 

•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기회 편집’이 나옵니다. 

 

• 붉은 색이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입력하며, ‘추가 정보’ 칸은 국문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 ‘마감일자(Close Date)’에는 예상 발주일을 입력합니다. (예상 발주일은 제출일보다 최소 10일 후여야 합니다.) 

• Licensing Program Type 은 딜 타입에 따라 반드시 구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신규 VIP 의 경우 New, 기존 VIP 고객의 추가 수량 주문 건의 경우 Existing, 갱신 대상 VIP고객의 업셀 건은 Upsell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기회 이름’은 반드시 '고객사명-부서명-제품군(Acrobat, Creative, CCT, DPS 등)-라이선스 프로그램' 순으로 입력합니다. 

• 총판 미정 시에는 확정되셨을 때 기입 부탁드립니다. 

ex) ★ ★ ★/ New / Sign / New Logo / $10K / 1Y / $10K / SCK 

ex) ★ ★ ★/ New vip / DC / New logo / 10 / 3y / 30k /DMOA 
 
 
 
 



 

 

 

• 고객 담당자 이메일 도메인은 반드시 회사 도메인이어야 합니다. 개인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정보’ 란의 

‘상세 설명’ 항목에 사유를 함께 입력합니다. 고객 명함을 첨부할 때도 사유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칸은 하기 2가지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한글 입력) 

• 고객의 비즈니스 이슈를 이해하고 Adobe 제품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설명 

• 언제(첫 미팅 날짜를 비롯한 구체적 미팅 날짜), 어떻게 고객에게 Adobe 제품의 데모,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하였는지 

• 기존 VIP 의 추가구매 건의 경우, 추가 정보란에 영문으로 “Add-on opportunity”를 기재하시면 빠른 승인 가능합니다. 

• 기존 VIP의 Upsell 의 경우, 추가 정보란에 영문으로 “Upsell on existing VIP” 를 기재하시면 빠른 승인이 가능합니다. 

• 해당 딜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을 클릭합니다.  

• 입력하신 부분 중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빨갛게 표기되며, 해당 부분 수정 후 다시 저장을 눌러주세요.  

 

 

• ‘저장’ 후 제출(=승인용으로 제출)은 ‘제품등록’ 후 따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품 등록 

• 제품 등록까지 완료하여야 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회의 ‘제품’ 칸에서 ‘제품추가’ 를 클릭합니다. 

 

• 제품찾기에서 키워드 및 필터 조건을 입력한 후. 해당하는 제품을 찾아서 좌측 체크박스에 체크한 뒤 ‘선택’을 클릭합니다. 

• 키워드 및 필터 항목과 일치하는 모든 레코드가 검색 결과에 포함됩니다. 

• 제품 버전, 수량, 파트너 단가, 매출 유형을 입력합니다. 

• 파트너 단가 단위는 USD이며, 단가는 총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을 클릭합니다. 

 

 

 

• 기회 관련 입력 내용을 확인 하신 후, 화면 상단의 ‘승인용으로 제출’을 클릭합니다 

 

 

 



딜 승인 및 거부 

• 딜 승인은 보통 딜 제출 후 7 ~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승인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발주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딜이 승인 또는 거부되면 기본 담당자(Primary Contact)에게 사유가 적힌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이메일 내용에서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정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딜을 처음부터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계정 정보 관련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계정은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로 새로 생성  

기존 기회에서 새로 생성한 계정 검색 후 저장  승인용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입력하신 딜들의 진행 상태는 [기회]탭 - [최근 기회] - [승인상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승인상태는 승인됨, 거절됨, 만료됨, 신규(미제출), 종료됨(Claim한 건들) 등으로 나타납니다. 

 

 
 

리베이트 청구 

등록하여 승인된 딜이 실제로 발주되는 경우, 리베이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딜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발주되지 않았다면 

리베이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딜 등록 리베이트 청구는 어도비 발주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완료 해야 합니다. 청구기간(30일)이 지나거나 리베이트 청구를 하지 

않은 딜은 리베이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해당 ‘기회’에 가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 스크롤 다운하여 ‘결제 정보’ 칸의 ‘Adobe 세일즈 주문 번호’ 항목에 Adobe 오더 번호를 입력합니다.  

(어도비 오더 번호는 1xx으로 시작하는 9자리 숫자이며, 총판에 문의 요망) 

 
 
 



• ‘단계’를 ‘종료됨-예약됨’으로 변경 선택 후 저장합니다. 

 

 
 

• 단계 변경 후 오류가 발생하면서 저장이 안되는 경우: Named/TAM AE가 DR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상태변경 권한이 

AE에게 넘어갑니다. 상태를 변경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니, 반드시 오더번호만 입력하신 후 저장하시고, AE에게 

상태 변경 요청 메일을 보내셔서 상태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오더번호 입력 시 반드시 ‘숫자’만 입력해야 합니다.(ex. ‘SO#123456789’ 로 입력할 경우 시스템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 ‘저장’을 클릭합니다. 

• 리베이트 지급은 청구한 날로부터 45일~75일 정도 소요됩니다. 

 
 

딜 연장 신청(*Q2 2020부터 변경) 

승인된 딜의 만료일은 승인된 날짜로부터 기본 90일이며, 만료일 이전에 30일 추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회’에 가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30일을 선택하고, 연장 사유를 입력합니다. 

 ‘기간 연장용으로 제출’을 클릭합니다. 

 기간 연장 승인은 5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이메일이 기본 담당자에게 발송됩니다. 
 

 

 
 



종료 딜 정리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해당 ‘기회’에 가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딜이 발주되지 않고 만료된 경우: ‘단계’를 ‘종료됨-손실’ 로 변경 후 저장 

 딜이 중복되거나 잘못 승인되는 등 삭제할 경우: ‘종료됨-제거’ 로 변경 후 저장 

 

 

은행 정보 등록 (2020 년 변경) 

어도비에서 리베이트 정산이 완료되면 송금하기 위해 파트너 은행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딜 등록 

외의 기타 리베이트 지급 시에도 동일하게 은행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은행정보 입력 방법: 

• 기존에 은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파트너 분들은 이미 Adobe에 정보가 있으니 따로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 새롭게 은행 정보를 등록해야 할 파트너 분들은 Graphite Connect 에서 등록 요청 메일(Invitation)이 발송 됩니다. 

• 해당 메일을 받으시면, 이메일의 링크를 따라가셔서 가입을 진행하시고, 은행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은행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등록해주신 계좌로 이체됩니다.  

 

 

[은행정보 요청 이메일 예시] – Accept invitation 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 예시] 

 

 

 [은행정보 입력창 예시] 

  
 

− 회사 주소, 주문과 결제정보, 계좌정보 등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검증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에서 “Accept Invitation” 링크를 클릭하신 

후, 비밀번호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 Name은 회사명이 아닌 사용자 이름을 

의미합니다. 

 

- 초청장 Invitation URL은 파트너에게만 발급된 

고유한 URL이므로, 공유될 수 없습니다. 

 

- ‘Prefer a different email’링크를 누르시면 새로운 

초청장과 URL이 다른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 필요한 정보 입력/확인이 완료되면, 상단의 accept 버튼을 클릭 부탁드립니다.  

 

 

딜 등록 리베이트 제외 대상 

하기와 같은 경우, 딜 등록 리베이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딜 등록 리베이트를 입금 받지 못한 경우, 하기의 항목에 

해당하시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Below Minimum Threshold : 발주 수량/금액이 딜 등록 최저 수량/금액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 

2. Claim Date Exceeds the Claim Period: 청구 가능 기간(30일)을 지나고 청구한 경우 

3. Ineligible Submit Date: 어도비에 발주한 후 딜 등록을 한 경우 

4. Expired Deal – Order Placed after Expiration date: DR 만료 후 발주한 경우 

5. Renewal deal – 갱신 오더번호를 입력했거나, 갱신대상 고객이 동일 수량으로 갱신한 경우 

 

딜 등록 리베이트 입금 확인 

• 딜 등록 리베이트는 클레임 일자로부터 최대 45일까지 소요되며, 지급 준비된 후에는 각 사 대표이사님께 지급 

안내 메일이 발송 됩니다. 메일을 통해 지급받으실 딜 등록의 기회 이름, DR ID,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딜 등록 리베이트 금액 지급은 ‘계좌 입금’ 과 ‘Credit memo 발행’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o 계좌 입금은 등록 되어 있는 은행계좌 정보로 처리됩니다. 

o Credit Memo: Adobe와 Direct Business(e.g.ETLA) 진행하여 Adobe에게 Credit 이 있는 경우 또는 

Adobe에게 지불해야할 금액이 있는 파트너의 경우, Credit Memo 형태로 리베이트를 지급합니다. 

Credit Memo는 다음 Direct 계약 진행 시 적립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dobe 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입금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o 지급 형태는 각 사 대표이사님들께 지급되는 안내 메일의 첨부 문서에서 입금인지 Credit Memo 

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PDF 문서 안에 Credit Memo로 나와 있으면 Credit Memo로 지급된 것) 

 

 



 

 [Credit Memo 예시] 

  
 
 

• 지급이 완료된 딜 등록 리베이트는 파트너 세일즈 센터(딜 등록 사이트) – 보고서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고서 탭에서 Desktop Deal registration – “Paid Out Opportunities” 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가 지급된 기회이름, 

금액, DR ID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 보고서를 추출하실 때, 내보내기 파일 인코딩과 파일형식을 반드시 아래 스크린샷과 동일하게 유니코드, 

Excel 형식으로 세팅하셔야 오류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FAQ 
 
 

멤버십 등록/업레벨 관련 FAQ 

 
1. 파트너포털 접속 오류 " Unauthorized" 

멤버십 등록 후 파트너 포털 사이트에 다시 로그인하면 “Unauthorized”라는 메세지만 보이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에는 파트너포털에 로그인 하실 필요 없습니다(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링크입니다).  

      하기 링크를 통해 세일즈센터(Salesforce)에 로그인해서 Certified 업레벨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s://adobe.force.com/communitieslogin?language=ko 
 
 

2. 갱신신청 후 멤버십이 중단된 경우  
 

갱신신청을 했는데도 멤버십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청 후 영업일 15일 지났는데도 갱신이 완료되지 않거나, 멤버십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안내메일을 받은 경우, APAC Program Team (apacpm@adobe.com) 으로 아래와 같이 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일 발송 시, Korea PM(koreapm@adobe.com)을 CC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  

Renewal Approvement Request 

이메일 본문:  

Hi team. Our membership status is ‘Suspended’ and our renewal request is in 

‘Submitted In Review’ status. Could you please review our renewal request? 

- APC Membership ID: APXXXXXX 

- Partner company name: XXX 

https://adobe.force.com/communitieslogin?language=ko


 
3. 세일즈센터 비밀번호 리셋 오류 

세일즈 센터에서 ‘Forgot Password?’ 를 통해 비밀번호 리셋 신청을 했는데 메일이 오지 않습니다. 

 스팸메일함 및 기타 메일함 등 모두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받지 못하신 경우 

 APAC Reseller Team(apgeneri@adobe.com)으로 아래와 같이 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일 발송 시, Korea PM(koreapm@adobe.com)을 CC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  

Password reset email not received 

 

이메일 본문:  

Hi team. I am unable to receive the password reset email from Sales center.  

Please resend the email. 

 

- APC Membership ID: APXXXXXX  

- Partner company name: XXX 

- Primary contact e-mail : XX@XX.XX 

 

 
4. 세일즈센터 로그인 계정 잠김 

세일즈센터 로그인을 여러 차례 시도하다 계정이 잠기었습니다. 

 APAC Reseller Team(apgeneri@adobe.com)으로 ‘Account Unlock Request’라고 기재하신 후 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일 발송 시, Korea PM(koreapm@adobe.com)을 CC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 

 Account Unlock Request 

 

이메일 본문:  

Hi team. The Sales Force account is locked, and I cannot login. 

Could you please unlock the account and reset the password? 

- APC Membership ID: APXXXXXX  

- Partner company name: XXX 

- Primary contact email : XX@XX.XX 

mailto:apgeneri@adobe.com
mailto:XX@XX.XX
mailto:apgeneri@adobe.com
mailto:XX@XX.XX


5. Primary contact 변경 

Primary contact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APAC Reseller Team(apgeneri@adobe.com)으로 ‘Request for Primary Contact Change이라고 기재하신 후 

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일 발송 시, Korea Program Management(koreapm@adobe.com)을 CC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 

Request for Primary Contact Change 

 

이메일 본문:  

Hi team. Could you please update the primary contact in Salesforce? 

- APC Membership ID: APXXXXXX  

- Partner company name: XXX 

- Primary contact email  

Change from: XX@XX.XX  

Change to: XXX@XX.XX 

 
 

 
 
 
 
딜 등록 관련 FAQ 

 
1. 한글로 작성가능 여부 문의 

계정의 고객사명과 주소, 기회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도 되나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Deal registration Return 수신 이유 

Deal registration Return 이메일을 받았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Return 사유는 이메일 내용 중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ilto:apgeneri@adobe.com
mailto:XX@XX.XX
mailto:XXX@XX.XX


 
3. 고객사 이메일 도메인과 고객사명 불일치 시 

고객사 이메일 도메인이 고객사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e.g. naver.com/chol.com/korea.com)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입한 경우 고객사명과 일치하는 도메인으로 수정/등록한 이메일이 원래 

사용하시는 이메일 도메인일 경우 추가 정보란에 사유를 기입/고객 명함 첨부 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4. CLP- CCDA Licensing program 선택 문의 
CLP- CCDA Licensing program 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공공기관 제품인 CLP-CCDA 를 등록하실 경우, License program 을 CLP로 선택하고 제품은 CC 

Desktop apps(GOV only)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은 Creative Cloud for teams를 선택하면 오류가 

납니다. 

 Creative Cloud 제품을 등록 하실 경우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VIP 만 선택 가능합니다. 

 
 

5. 기회제출 후 계정 수정 관련 
기회 제출 후 계정 수정 요청을 받았는데 계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계정은 한번 생성되면 수정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로 계정을 새로 생성한 후, 기존 기회 

편집- 계정 검색-새로 생성한 계정 선택 – 기회 저장하신 후 승인용으로 기회를 다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계정 생성 시 오류 

계정 생성 시 오류가 납니다. 

 생성해야 하는 계정의 상세 정보와 함께 어도비에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Adobe 주문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Adobe 주문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는 어떻게 클레임 하나요 ? 

 SO#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아무 문자(SO# 등)도 사용 하지 말고, 반드시 숫자와 쉼표로만 넣어서 일렬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mple1) 141111111,142222222,143333333 (ㅇ) 
Example 2) SO#141111111, SO#142222222, SO#143333333 (X) 
Example 3) 141111111 

142222222 



143333333 (일렬 입력이 아닌 경우 - X) 

 
8. 딜 상태 ‘종료됨-예약됨’ 시 클레임 여부 

DR을 클레임 하려고 했더니 이미 딜 상태가 ‘종료됨-예약됨’ 으로 변경되어 있고, SO#는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클레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Named/Territory AE와 함께 클로징한 딜의 경우, AE들이 상태를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AE의 클로징 처리는 파트너 클레임과 무관하므로, 상태가 이미 종료됨으로 되어 있어도 반드시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AE 딜의 경우, 반드시 발주 후 즉시 SO#를 입력한 후, 담당 AE에게 상태 변경 요청(종료됨-예약됨 처리 

요청)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태가 변경되어 SO#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AE에게 SO#와 DR ID 를 함께 전달 하여 클레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9. DR의 종료일과 만료일 차이 
 

DR의 종료일과 만료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료일은 파트너가 지정하는 딜 예상 종료일입니다. 

 만료일은 해당 DR이 시스템상에서 만료(expire)되는 기간입니다. 만료된 뒤 발주하면 딜 등록 

리베이트에 해당되지 않으니, 발주 전에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딜 등록 리베이트 금액 확인 방법 

딜 등록 리베이트 금액 지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딜 등록 리베이트 지급 전, 후에 “APC Rebate Payouts” 팀이 파트너 대표이사 님들께 해당 월에 

지급될 내역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메일 제목: 2022 “Month” KOR Deal Registration Rebate payout – Pre/POST- Notification – “Partner 

name” 

 메일에 첨부된 Rebate payout report 엑셀 파일을 통해 자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 센터의 보고서 탭에서도 지급 완료된 딜 등록 리베이트 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11. 딜 등록 리베이트 지급 시기 

딜 등록 리베이트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클레임을 하신 월의 다음 달 중순에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클레임을 완료한 경우, 1월 15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12. 딜 등록 리베이트 지급 후 미입금 관련 

 

딜 등록 리베이트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메일을 받았는데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딜 등록 리베이트는 Credit 보유 여부에 따라 Credit memo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기 가이드의 

‘딜 등록 리베이트 입금 확인’ 부분 참조 부탁드립니다. 

 
 

13. Credit Memo로 받은 리베이트 계좌이체 희망 
 

Credit memo로 받은 리베이트를 계좌이체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PC Rebate payout (apcpay@adobe.com)팀으로 받고 싶은 Credit memo 파일(PDF)를 첨부하시고, 영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예시: Hi team, we’d like to get a wire transfer for the attached credit memo. Could you please 

consider reprocessing the payment? 

 

 
14. 클레임 후 리베이트 미지급 관련 

       클레임을 했는데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인가요? 

 상기 가이드의 ‘딜 등록 리베이트 지급 제외 대상’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주 묻는 질문 

 
1. 3YC 약정 수락 

1) 고객이 3YC 메일을 못 찾아서 3Year 약정 수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Adobe.com 에서 고객의 Admin 담당자 계정으로 로그인 한 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Manage Account -> Plans & Products -> Three Year Commit: Join the program 클릭 

 
 

2) 고객의 3YC 수락 여부를 리셀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리셀러 콘솔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Membership Status 의 View detail 을 클릭하면 3YC 기간과 커밋 수량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NFR 갱신 

NFR 갱신은 따로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NFR 갱신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anniversary date가 지나 ‘조치필요 : 라이선스 만료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이 오면, nfr@adobe.com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어 문의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NFR 관련 기타 문의 또한 nfr@adobe.com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메일 제목: NFR License Renewal Request 

이메일 본문:  

Hi team.  

It seems like the NRF was not renewed automatically. Could you please renew the 

NFR License? 

 

APC Membership ID: APXXXXXX 

Partner company name: XXX 

Primary contact email address: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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