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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M 제도

□ 당사 제품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해 주시는 파트너를 위한 혜택입니다

□ CRM 모델에 대하여 운영중인 파트너프로그램(STEP)에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CRM 모델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모델은 당사 영업소 문의

CRM 제도(프로젝트 전용모델 운영) 소개

□ 등록 방법

1. 한화테크윈 홈페이지(https://www.hanwha-security.com)에 접속, 우측 상단의 “STEP” Site로 이동

2.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등록하기(프로젝트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입)

3. 요청 항목을 입력(√ 는 필수)

4. 관리자의 승인 진행

- 신청된 프로젝트의 첨부(증빙)자료 검토 및 중복 신청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등록 기준

1.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시방서, 제안서, 상세설계내역서(단순견적 제외) 중 1개 이상

2. 등록시기 : 입찰공고 전 등록 신청

- 입찰공고 없는 경우: 수주업체의 계약 전 등록

3. 유효기간 : 등록일 + 6개월

-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인증 시 프로젝트 등록이 취소됩니다.

4. CRM 모델 외 일반 유통모델은 CRM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PJT 등록 하기



□ 출고방법

1. 프로젝트 수주 시 한화테크윈 거래 대리점에 제품 출고 요청

2. 대리점은 CRM 제품 출고요청서 작성하여 한화테크윈으로 제출

3. 관리자 확인 후 출고

□ 주의사항

- 프로젝트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 위조에 의한 제품 출고 시

해당 파트너는 등록된 프로젝트 취소 및 1년간 신규 프로젝트 등록이 불가하며, 대리점은 해당 모델 3개월 출고정지 조치 됩니다.

- 첨부서류 기준, 양식 등의 내용은 Q&A 참조

□ 시행기간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 본 제도의 대상 품목 및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프로젝트 등록 전

한화테크윈 국내영업팀 또는 대리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JT 제품 출고 하기

한화테크윈
국내영업팀

대전영업소 대구영업소 부산영업소 광주영업소

070-7147-8771 ~ 8779 042-489-9840 053-742-3098 051-796-3216 062-941-9559

1. CRM 제도



2. 인센티브 제도

□ 당사 제품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해 주시는 파트너를 위한 혜택입니다.

□ 프로젝트 내역 중 당사 제품이 15백만원 이상 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제품이 최종 납품된 경우 확인을 거쳐 제품 금액의 5%를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 해당제품 : CCTV 카메라/저장장치/엔코더/디코더. 단, CRM모델/조달 모델 제외

- 미해당 제품 : 하우징, 브라켓, 렌즈, 컨트롤러, 모니터, 송수신기, 스위치, HDD, Rx/Tx, Pan/Tilt 등
※ 기축아파트 NVR 추가 5% 제공. 단, 2020년 공고분 적용

설계사양 반영 인센티브 제도 소개

□ 등록 방법
1. 한화테크윈 홈페이지(https://www.hanwha-security.com)에 접속, 우측 상단의 “STEP” Site로 이동
2. 프로젝트 지원 → 프로젝트 등록하기(프로젝트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입)
3. 요청 항목을 입력(√ 는 필수)
4. 관리자의 승인 진행(dongchul.woo@hanwha.com)

- 신청된 프로젝트의 첨부(증빙)자료 검토 및 중복 신청 등을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등록 기준
1. 기준금액 : 프로젝트 내역 중 한화테크윈 해당제품 금액이 15백만원 이상 되는 프로젝트 (한화테크윈 지정 단가 기준)
2. 증빙자료 첨부(필수 사항) : 시방서, 제안서,  상세설계내역서(단순견적 제외) 중 1개 이상
3. 등록시기 : 입찰공고 전 등록 신청

- 입찰공고 없는 경우: 수주업체의 계약 전 등록
4. 유효기간 : 등록일 + 6개월

-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 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 인증시 프로젝트 등록이 취소됩니다.
※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요청 하기 전에, 확정된 최종 내역(모델, 수량)으로 업데이트하여 재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수량과 출고 요청 수량이 다를 경우 인센티브 금액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CRM 모델과 일반모델 동시 등록 시 CRM(인센티브지급 안됨)으로 승인하며, 

인센티브로 등록 요청 시 CRM 제품 인정 안됨(수주사 모두에게 공급 가능)

PJT 등록 하기

mailto:dongchul.woo@hanwha.com


□ 지급 순서

1. 프로젝트 제품 납품 및 준공 완료

2. 한화테크윈에 구비 서류 접수(dongchul.woo@hanwha.com)

3. 서류 접수 後 차월 초 당사 내부 규정에 의거 서류 심사

4. 지급대상 파트너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업체등록 서류 요청

5. 월말 지급계산서 처리 후 30일 뒤 지급

□ 구비 서류

- 심사용 서류 : 출하내역서(한화테크윈 대리점 제공)

- 업체등록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당사 양식)

□ 주의 사항

-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VAT 포함 금액(당사 STEP 프로젝트 등록내역 기준)

- 제품 출하 후 3개월 이내 신청된 프로젝트만 인센티브지급

- 프로젝트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 위조에 의한 제품 출고 시 해당 파트너는 등록된 프로젝트 취소 및

1년간 신규 프로젝트 등록이 불가하며, 대리점은 해당 모델 3개월 출고정지

- 첨부서류 기준, 양식 등의 내용은 Q&A 반드시 참조!

□ 시행기간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인센티브 지급 Process

2. 인센티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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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A

- 증빙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방서/제안서를 첨부하는 경우

→ 프로젝트(공사)명, 수요처 관련 사항(수요처명, 현장 주소 등) , 제품 내역, 사양서 등 이 기술된 자료를 인정합니다.

PJT 등록시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 설계내역서를 첨부하는 경우

→ 프로젝트 설계/제안 시 수요처에 제출 된 상세 설계내역서가 인정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제품명과 수량, 가격만 표기한 단순 견적서는 인정 안됩니다.

3. Q&A



- 한화테크윈 대리점이 제공한 출하내역서(대리점 출고이력 체크)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지급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3.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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