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환관련 자세한 내용은 월정액 신차교환 특약을 확인하세요.

※ 본 모빌리티 프로그램은 공급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19.01.03

기아렌터카 월정액 신차교환 SWITCH 

월정액 
신차교환 
프로그램

대상 차종 K7, 쏘렌토 (패키지 사양 한정 판매)

대여 기간 36개월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고객

교환 내용 · K7, 쏘렌토 대여 개시 후 19~24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 신차 교환  

 · 계약 시 첫 차량과 교환 차량 모두 선택 필수

구입 상담 전국 기아자동차 지점

월 대여료 K7     K7 K7 ⇄ 쏘렌토 쏘렌토      쏘렌토

프레스티지 657,000원 652,000원 647,000원

노블레스 718,000원 716,000원 714,000원

노블레스 스페셜 771,000원 762,000원 752,000원

마스터 831,000원 852,000원 872,000원

↖↖

* 36개월 동안(18개월+18개월) 2대의 차량을 이용하셔도 기존 24개월 대여료보다 저렴합니다.

* 2019년 1분기 판촉 기준 (36개월 계약, 정비 포함, 운전연령 만26세 이상)

* 보험 조건 변경, 용품 추가 선택 시 대여료 인상 반영됩니다.

* 신차 출시, 모델 변경, 세제 혜택 변경 등 판매 조건에 따라 대여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견적은 인근 지점으로 문의하세요.

프로세스

(3) 교환 신청

· 19~24개월 내  
 1회 신차 교환

· 기아자동차  
 렌터카사업팀 
 (02-510-9359)

(5) 계약 만료

· 차량 반납 

· 재대여 상담

(4) 차량 교환

· 기존 차량 반납 및  
 교환 차량 인도

· 신차 교환 미신청 시  
 기존 차량 이용

(1) 상담 및 계약

· 전국 기아자동차 지점

· 패키지 및 교환 차량 선택

· 계약서 및 특약 작성 
 (계약기간 3년, 교환횟수 1회)

(2) 차량 인도 

· 선택한 차량을  
 월정액으로 이용

36개월 
이용완료19개월 24개월

패키지

프레스티지 2.4 GSL 프레스티지 
+ 스타일1, 후측방 충돌 경고 
(신차 가격: 32,050,000원)

2.0 디젤 프레스티지 (2WD, 5인승) 
+ 스타일1, UVO
(신차 가격: 32,000,000원)

노블레스 2.4 GSL 노블레스
+ 컴포트2
(신차 가격: 33,980,000원)

2.0 디젤 노블레스 (2WD, 5인승)
+ 스타일2, UVO, 드라이브 와이즈, 후측방 충돌 경고
(신차 가격: 34,010,000원)

노블레스 스페셜 2.4 GSL 노블레스
+ 컴포트2,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뷰
(신차 가격: 35,750,000원)

2.0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2WD, 5인승)
+ UVO, 후측방 충돌 경고, 하이테크 UP
(신차 가격: 35,680,000원)

마스터 3.0 GSL 노블레스
+ 컴포트2,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뷰,  
   19인치 미쉐린 타이어&다크 스퍼터링 휠
(신차 가격: 38,700,000원)

2.2 디젤 마스터 (2WD, 5인승)
+ 하이테크 UP, JBL+서라운드뷰,  
   프리미엄 팩
(신차 가격: 38,820,000원)

* 차량 색상은 고객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