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MIER SUPPORT는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91% Premier Support 이용 
고객들이 재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88% Premier Support를 
이용 고객들이 주변에 추천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TBR, Premium PC Support Customer Satisfaction Research(2020년 3월)

숙련된 엔지니어 전문가.
엔드-투-엔드 사례 관리.
더 빨라진 지원과 이슈 해결.

Lenovo
Premier Support

IT 예산 규모가 축소하면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여 귀사의 IT 지원팀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레노버™ Premier support는
반복적인 지원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여, 귀사의 IT 관리팀이
기업 전략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엔드 유저의 생산성을 강화해보십시오.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고급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하는 레노버 전문 엔지니어와 직접 소통하여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의 경우, 레노버 
기술 어카운트 관리팀의 엔드-투-엔드 사례 관리를 통해 더 빠르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한정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 지정 산업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방법 또는 기술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소프트웨어 전체 목록은
Premier Support 센터에 문의바랍니다.

2 보증 적용 대상이지만 전화 또는 고객이 부품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레노버의 판단에 한해, 수리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 가능한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이후에 걸려온 전화는 서비스 처리를 위해 영업 일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3 일부 국가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부품 재고가 부족할 경우 서비스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레벨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적용 조건을 선택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품은 보유 재고에 한해 공급됩니다. 레노버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제품 제공 여부, 가격, 제품 사양 또는 공급 여부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 및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레노버는 인쇄 또는 사진 상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레노버 제품군과 서비스 및 보증 내용이 궁금하다면 www.lenovo.com/kr을 방문해주세요. 레노버, 레노버 로고, ThinkPad, 
ThinkCentre, ThinkStation, ThinkVantage 및 ThinkVision은 레노버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회사, 제품 및 서비스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입니다.  
© Lenovo 2020. All rights reserved.

LENOVO PREMIER 개요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편리한 고급 기술 
지원

단일 연락 창구 지원으로 간소화된 엔드 투 엔드 
사례 관리

기술 어카운트 매니저의 탁월한 사전 대응과 
에스컬레이션 관리 

레노버 서비스 커넥트 포털을 통한 맞춤형 보고 및 
제품 지원 3, 5

종합 하드웨어 및 OEM 방식의 소프트웨어 지원1 서비스 딜리버리 2, 3 와 수리 부품 3, 4 에 대한 우선 관리

Lenovo Support Overview

콜 센터를 통한 기본 트러블슈팅과 우수한 품질의
지원 및 기술 이슈 해결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한 전용 고급 기술 지원

부품 및 수리 보증을 포함하는 보증범위

종합 하드웨어 및 OEM 방식의 소프트웨어 지원 1

단일 연락 창구 지원으로 간소화된 엔드-투-엔드 사례 관리

기술 어카운트 매니저를 통한 사전 이슈 해결 및 단계적 확대 관리

종합 리포트 3, 5

Lenovo™ Service Connect 포털 설치 기반 세부 정보,
서비스 해결 상태 및 보고 기능을 통해 이슈 흐름 파악,
문제 사전 예방 해결 3, 5

PC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위한 선택적 자산 태그3(옵션사양)로
전세계 Premier Support 센터와 용이해진 접근

Lenovo Depot 
Support 
(표준)

Lenovo Onsite 
Support 
(표준)

Lenovo 
Premier 
Support

현장 수리 보증 2, 3

및 부품 3, 4 우선 순위 표준 SLAs 표준 SLAs

더 스마트해진 Premier Support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레노버 Premier Support와 함께라면 내부 IT팀의 부담은 덜고 비즈니스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레노버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