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Surface
특별 할인 프로모션
Microsoft Surface
변화와 성공의 시작
Microsoft Surface
기기들을 통해
세 가지 변화를 경험하며,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현대화
연결성, 강력한 보안, 관리의 용이성,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직원 개인 역량 강화
혁신적인 협업, 문제 해결,
창의적인 생각의 시작

직원들의 자부심
최고의 환경을 통한 직원의 만족

최대 35% 할인율의
Surface를 누리세요~!
본 프로모션은 수량 한정 및
기간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 06월 30일 까지 (일부 품목 2019년 06월 21일 까지)

서피스 구매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icrosoft.com/ko-kr/surface/business/where-to-buy-microsoft-surface
문의처 koreaEOS@microsoft.com T. 02-531-4101~2

Surface를 통해 모던 데스크톱으로 전환하십시오.
모던 데스크톱이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솔루션을 통해 생산성과 보안을 동시에 확보한 PC 환경

모든 업무용 Surface 디바이스는 Windows 10 Pro와 함께 제공됩니다.
Windows 10 Pro는 해킹의
위험이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한 Windows입니다.

Windows 10 Pro 장치는

수리 및 유지 비용의 절약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Surface와 같은 Windows
10 Pro 장치는 보다 빠르고

Windows 10 Pro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Windows 7의 최신

신뢰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버전으로, 개선된 기능과
강력한 보안이 장점입니다.

Surface 의 다양한 장점들을 누리세요!

강력한 컴퓨팅 능력과 성능

업무용 Surface Pro
더 강력한 Pro
새로운, 더 강력한 성능의
Surface Pro는 가벼우며,
휴대가 가능한, 랩탑과
테블릿이 모두 가능한
디바이스입니다.

업무용 Surface Laptop
스타일 및 속도
새롭게 출시된 Surface
Laptop으로 당신의
스타일 및 업무 생산성을
높이세요.

업무용 Surface Book 2
최강의 성능
모든 업무에 적용
가능한 서피스의 강력한
성능과 놀라운 그래픽을
경험하세요.

※ 본 프로모션은 기간 한정 및 수량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가격 혜택 이외에 다양한 사은품이 함께 제공됩니다.
25대 이상 구매 시, 5%의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최고의 생산성

구애 받지 않는 이동성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Surface Pro
서피스 모델 사양

정가

특별 할인가

S Pro5 i5 / 128GB / 4GB

1,250,000원

S Pro5 i5 / 256GB / 8GB

1,590,000원

1,192,500원

S Pro6 / 256GB / 8GB +블랙타입커버

1,954,000원

1,660,900원

962,500원

Surface Laptop 1 / Surface Laptop 2
서피스 모델 사양

SL1 i5 / 128GB / 8GB

정가

1,500,000원

특별 할인가

SL1 i5 / 256GB / 8GB

1,732,500원

1,126,125원

SL2 i5 / 256GB / 8GB

1,710,000원

1,453,500원

정가

특별 할인가

975,000원

Surface Book 2 (13인치/15인치)
서피스 모델 사양

SB2 13” i5 / 128GB / 8GB

1,940,000원

1,707,200원

SB2 15” i7 / 256GB / 16GB

2,990,000원

2,720,900원

SB2 15” i7 / 512GB / 16GB

3,150,000원

2,898,000원

※위 제시 가격은 리셀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가격은 부가세(VAT) 포함 가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