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리스 차량 사양서
1. 차량내역 및 임차조건
구 분

세 부 내 용
옵 션

GENESIS
G80
3.3
Prestige

차 종

59,690,000원
합계
68,510,000원
옵션가격
8,820,000원
외부 : Black, 내부 : Black
1대
차량인도일(계약개시일)부터 36개월
연간 약정거리 25,000km
취득세, 등록세, 공채, 기타 부대비용, 자동차 보험료, 탁송료 등
기본가격

차량가격
색 상
수 량
리스기간
약정거리
제비용

각종 비용 일체 포함

납품기한
유지관리

보험

정산방식
기타

*

－ HTRAC(전자식AWD)
－ 시그니쳐 디자인 셀렉션
－ 뒷자석 컴포트 패키지
－ 뒷자석 듀얼 모니터
－ 블랙박스

20일 이내
보충, 타이어

계약체결일로부터
무상 정비 풀서비스(소모품 교환 및

※ 스노우타이어(4개) 및 스노우체인 제공
-

대인배상1

교체 등)

: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2 : 1인당 무한
대물배상 : 1사고당 5억원 이상
자기신체상해 : 1인당 1억원(부상 1.5천만원, 사망 1억원)
무보험차상해 : 1인당 5억원 이상
자기차량손해 : 차량가액(자기부담금 20만원~50만원)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사고(고장) 시 동급차량으로 무료대차
특약 : 긴급출동
월 단위 후불제(1개월 미만 사용 시 일할계산)
- 임차(리스) 보증금 : 없음

향후 제조사 차량출고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특수조건

○ 임차차량 인계․인수․계약 종료 시 반납장소는 이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및 관련 비용은 임대(리스)회사에서 부담하며, 임대
○

(리스)회사에 접수하여 차량 견인 및 입고하여 수리를 진행한다.
차량불량(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차량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동일 정비 3회 이상 발생)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 동급
(옵션 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 또는 대차하여야 한다.
사고·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접수·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3. 차량관리

○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2개월/1회)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

후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월중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날짜에 공급한 후 기존 타이어는 임대(리스)회사의 사업소에 보관하며
스노우타이어 공급현황을 임차회사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정비점검 주기표(제조사 권장사항)에 근거하여 대여차량의 부품을 점검 및
교환(정품)하여야 한다.

○

월동장구는 스노우타이어를 공급하며, 매년

4. 계약의 해지 및 완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이 요구한 기일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거나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계약 종료된 차량에 대해 협회가 구입을 원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차량의
구매금액 기준은 잔존가와 인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계약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산출한다.

5. 기타약정

○ 상호 합의하에 계약 갱신 및 기타 추가 약정을 위한 변경 계약서를 체결
할 수 있다.

○ 소송관할법원은 협회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