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스

     차량 가격 

원

원

     고객 사항

     고객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본 매매 계약서 상의 총차량비용은 기아차량 출고시 완납되어야 합니다.
-. 글로밴 리무진 제작 기간은 차량 출고 후 7 ~ 10일 소요됩니다.
-. 사업자로 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송부해 주세요.

차량 인수
     내사 출고   (              )        로드 탁송   (              )        카고 탁송   (              )

     ※ 로드 및 카고 탁송료은 고객님 부담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 E-Mail

주소

※ 최초 계약금 10%는 할부(리스) 진행시 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 차량 출고는 계약금(10%) 입금순으로 배정 됩니다.
※ 원제작자 차량 구매 관련 혜택(레드 포인트)은 양도되지 않으며,
     레드멤버스 신규가입을 해야 합니다.

572-041689-01-018

개인 (     )      일반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이름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H.P)

취등록세 차량 가격의 약 7%  18세 미만 3자녀(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 취등록세 면제.

잔금지불수단 현금 (          )         캐피탈 금융 (          )         이용자리스 (          )         운용리스 (          )          장기렌트 (          )

     계약 안내                                                                                                             기업은행  /  예금주 : 아트원㈜

계약금 7,700,000                      최초 계약시 계약금 10% 입금.

잔금 69,300,000                    기아 차량 출고시 잔금 입금(차대번호 송부). 캐피탈, 리스 진행.

하이루프 카본 파이버(C-FRP), 카본 전용 스트라이프 디자인, 글로밴 이니셜,
중앙 & 사이드 & 리어 LED, 하이루프 공조 시스템(센서 포함), 모니터 통합형 무선 LED 컨트롤,
천장&필라 풀 트리밍, 23.8인치 FHD 모니터, HDMI + USB Host, 스마트 미러링, 가죽 키 홀더,
보조석 마감재, 8인치 보조석 모니터, SkyLife LTE TV (SLT) + 2년 무상제공

₩17,710,000

국토교통부 형식승인 안전검사필 후 차량등록 진행

₩77,000,000 (70,000,000) 원

외장  전면(3M CS)/측,후면 썬팅(3M AP), 블랙박스 2CH, 유리막 코팅.
안전  실내등 LED, 1열/2열 도어트림 신슐레이트, 3열 내측 휀더 NBR(흡음), 3열 내부 방진
          패드, 블라인드 너트 시공, 4열 팝업싱킹 수납함 흠음재 시공.
내장  전체 바닥, 4열 팝업 싱킹 수납함, 목베개, 아트포켓, 허니콤 블라인드, 정글매트,
          디럭스 리무진시트, 전동 발걸이 (2좌), 보조배터리, 1단 전동 시트(2석), 보조 매트,
          우드 플로어 2열(Nuteak).
ㆍ풀 트리밍ㆍ우드플로어 3열ㆍD컷 카본핸들ㆍ카본 기어 노브ㆍ전/후 바디킷ㆍ사이드 스커트
ㆍ전면 세로 그릴ㆍ듀얼 머플러 팁ㆍ바닥 풀 방음ㆍ언더코팅ㆍ옷걸이 봉
ㆍ썬팅 3M (전면, 측/후면)

₩19,490,000

     기본 사양

카니발 9인승 V6 람다 II 개선 GDI 가솔린 (λII 3.3) 노블레스 스페셜

R2.2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기본 품목 외
ㆍ 파워트레인 : V6 람다 II 개선 3.3 GDI 가솔린 엔진, 8단 자동 변속기 *PTC 히터 제외

₩36,600,000

드라이브 와이즈 II ₩1,200,000

프리미엄 팩 ₩1,400,000

서라운드 뷰 모니터 ₩600,000

색상
실내 베이지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금로 15번길 49-4

외장 ABP (   ), SWP (    ) 전화  042)484-7773 042)484-7751

                     자동차 매매 계약서
                     년        월        일 

차종   아트원 더뉴 글로밴 리무진
회사명  아트원 주식회사

사업자번호  239 - 88 - 00149


	가솔린-노블레스 스페셜 풀옵 CF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