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 고객사 임직원
특별할인 프로그램
최신 HP 제품을
매력적인 특별할인가로 제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세요!

HP 고객사 임직원 특별할인
프로그램

(HP Corporate Employee Purchase Programme, CEPP)
기업 고객과 임직원을 위한 기업 임직원 구매 프로그램
(CEPP)을 소개합니다! HP와 거래해주시는 고객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양하고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로 임직원의 사기와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Up to

30%

최대 30% 할인

CEPP란 무엇인가요?
CEPP는 귀사 임직원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프로모션 프로그램이며, 이용하실
시 저희 HP에서 최대 30%의 할인과 무료 배송 및 최대 24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제공하는 기업 고객별 전용 스토어를 오픈해 드립니다.
CEPP는 HP와 고객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풍성한 할인과 혜택을 통해
경영진과 임직원의 니즈를 모두 해소해드립니다.

무료배송

0%

구입 가능 제품
CEPP에서는 HP의 가정용 및 비즈니스용 제품, 태블릿에서 모바일, 데스트탑,
프린터 및 악세사리 제품 모두 제공합니다.

12개월 무이자 할부

왜 CEPP 일까요?
HP본사를 통하여 차별화된 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www.hp.co.kr/store 를 통하여 기업 고객별 전용 스토어가 마련되므로 로그인
시 고객 기업 맞춤형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축비용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구입문의
080 703 0708

만약 제품선택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의 기업용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중 언제든지 080-703-0708로 전화주시면 상담원의 친절한
제품설명과 함께 특별할인가로전화주문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으시거나 진행중인 이벤트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아보세요.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CEPP 프로그램 신청
HP의 어떤 고객사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등록비나 할인에 따른 회사나 개인의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www.hp.co.kr/cepp 을 방문해 주세요.

구매방법
HP의 온라인스토어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매하시거나, 기업전용
콜센터를 통해 전화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혜택
빠르고 손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HP 로드쇼가 제공됩니다. 현장에서
매월 CEPP만의 독점 상품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철저한 보안을 제공합니다.
원하시는 곳까지 무료 배송합니다.
최대 12개월 무이자할부 지원
전용 콜센터를 통한 프로페셔널 고객 지원

CEPP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이메일 seung-han.lee@hp.com
혹은 www.hp.co.kr/cepp 을 방문해주세요.

CEPP를 운영 중인 국가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 아르헨티나
• 캐나다
• 미국

• 호주
• 중국
• 홍콩
• 인도
• 일본
• 한국
• 말레이시아
• 싱가폴

• 프랑스
• 독일
• 이태리
• 네덜란드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영국

신청 시 입력정보
• 국가별 프로그램 담당자 및 연락처
• 프로그램 확장 대상 국가
• 국가별 임직원 수
• 기업 메일주소 도메인명 (예 : 메일주소의 @뒤에 오는 주소 - @company.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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