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금액 2,698만원
개별소비세 3.5% 적용
개별소비세 5.0% 적용

95만원
128만원

교육세 28만원
교육세 38만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282만원
272만원

총합 3,103만원
총합 2,998만원

기본 사양
취침 인원

성인 4인 (성인 3인 아이2)

취침 사이즈

210cm x 247cm

외부 크기(길이,폭,높이)

510cm x 220cm x 227cm

샤워실 사이즈

129cm x 67cm

공차중량

1150kg

주방 상판 크기 (접이식 포함)

132cm x 48cm

적재가능용량

500kg

윈도우 갯수

전면 1, 사이드 4, 후방 1

구분

프레임

본체

전기

주방

샤워실

편의

기타

기본 구성품
이름

모델 및 구성

설명

액슬

독일 KNOTT사 1500kg 토션액슬

공차중량 1150kg , 350kg 페이로드

샤시

네오오토 전용 이중 사다리 구조 전용 볼트 샤시

기본 5T, 액슬 지지대 10T. 분체도장

브레이크시스템

독일 KNOTT사 2중안전 커플러, 관성 브레이크

카라반 독립 브레이킹 시스템

휠/타이어

14인치 주문형 알루미늄 휠 / 185R 14C 8PR타이어

상용차(경트럭)용 타이어 개당 850kg하중

아웃트리거

전면 2ea + 후면 2ea, 총 4포인트 설치

개당 1,000kg 고하중 스태빌라이져(아웃트리거)

복합패널

4중 복합패널 (알루미늄, 허니콤 + 아이소 핑크 단열)

30mm 두께, 알루미늄 내/외관

가구

친환경 가구 (RV전용 복합 합판)

친환경 E0 등급

ABS 진공성형

범퍼, 스포일러, 화장실 바닥, 손잡이 커버

자체 디자인 바이엘 패밀리 전용 제품

서비스도어

미국Thetford 사 / 중국 Sanjo사 서비스도어

349 x 297 1EA, 785 x 340 2EA (좌우 장착)

전면 수납

외부 수납함, 젼용 연료통

770 x 355 x 370, 90L

외부 수납

미국 Thetford사 수납커버

749*188 (길이 200cm)

출입문

하탈 스타일 최고급 도어

모기장 내장, 키리스 잠금 및 해제 가능

윈도우

스웨덴 도메틱사 푸쉬형 윈도우 4ea

모기장 내장, 햇빛 차단막 내장 (자석방식)

환기

호주 RangerRV사 파워벤트

LED내장 12V양방향 파워벤트 (샤워실)

전기시스템

네오오토 디지털 터치스크린 패드

7인치 정전식, 블루투스 4.2 모바일 앱 지원

커넥터

유럽 표준 13핀 커넥터

내부 냉장고 파워 연결(자동차 파워로 가동)

배터리

국내 GSP사 인산철 배터리

100ah

충전기

국내 GSP사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

20ah

차단기

국산 12V, 220V 차단기

220v 20A 누전차단기 2.5Ka, 12V 60A

220V In/Out

유럽 표준 3핀 전원 인입 소켓/220V 전원 아웃렛

자석 홀드 타입 / 시거잭, USB

테일램프

독일 KNOTT사 테일램프

전구식, 삼각 반사판 포함

보조 브레이크/차폭등

대만 Lucidity사 LED등

방수 방진

실내등(쇼파, 평상위)

스위치식 LED 라이트 (디지털 스위치)

웜화이트, 밝기 조절, 지연조절 가능

독서등

스위치식 LED 라이트 (디지털 스위치)

웜화이트, 밝기 조절, 지연조절 가능

싱크

Dometic 스타일 강화유리 싱크대

냉 / 온수용 수전

가스 레인지

국내 화로스타사 부탄1구레인지

고화력 업소용 타입

전자 레인지

소형 전자 레인지

600w, 15L

냉장고

플루캠프(Freucamp) RV전용 50L 냉장고

20 ~ 20℃ 소비전력 45W,냉매 R134a

샤워수전

국내 글로벌에스티사 샤워기, 수전 일체형

황동주물 아연합금, 오른쪽 밸브 스위치 타입

세면대

네오오토 전용 자체 제작 미니 세면대

PMAA 및 ABS재질

이동식 변기

미국 Thetford사 포타포티

Thetford 145모델 (15L)

무시동 히터

DAPAR사 스텔스 무시동히터

경유 타입

청수 인입

직수방식 외부 청수 인입구

실내 밸브 선택가능 청수호스(겨울철 동계용)

청수통

실내용 20L 청수통

38cm*25cm*33cm 폴리에틸렌, 세라믹 항균

계단

반자동 LED내장 외부 계단

카라반 내장 일체형

오수구

싱크대, 화장실의 배관 연결

연결 호스 기본 제공

타프레일

알루미늄 압출 자체제작

8mm (3.8mm) 어닝옵션시 자동제거

스테빌라이저공구

독일 KNOTT사 제품

19mm 복스

오버런 커버/고임목

독일 KNOTT사 제품

독일 직수입

※ 견인장치 장착 협력업체 [거리순] : 지비모터스 (010-9126-9995) / K트레일러 (031-271-2800) / 드림ENG (032-562-6852)
㈜네오오토 1661-6794 www.neoauto.co.kr

선택 가능 옵션
종류

번호

이름

소비자가 (세금포함)

1

스웨덴 Dometic사 FJ2200 RV전용 천정형 일체형 에어컨

1,840,000원

2

독일 Eberspacher사 D5 하이보일러 (온돌, 온수, 히터)

2,800,000원

3

독일 Knott사 안티 스웨이 커플러

4

이탈리아 Fiamma사 F45s 350어닝 (설치 포함)

5

미국 Thetford사 C200CS 고정식 변기

6

영국 Powertouch사 카라반 무버 (리모컨 컨트롤)

7

5인치 풀레인지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 (블루투스 연결)

8

플루캠프(Freucamp) RV전용 150L 냉장고 변경 (냉동 26L 냉장 122L)

1,040,000원

9

미국 Miasole Hi-Tech사 차세대 CIGS 태양광 충전기 330w

1,610,000원

냉난방

안전

편의

780,000원
1,430,000원
800,000원
2,090,000원
440,000원

가전

전기

10

11

국내 GSP사 인산철

배터리 300ah

1,935,000원

국내 CTNS사 인산철

배터리 600ah

3,150,000원

국내 GSP사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 40ah

350,000원

GSP 순수 정현파 인버터+절체기

3kw

900,000원

할부 구매 안내
국민 매직카 상담센터

신한 마이카 상담센터

대출 전화상담

1644-7444

1577-4664 / 1577-9651

어플 / 홈페이지

KB스타뱅킹 앱 / kbsmartloan.com

신한쏠(SOL)앱

조기상환 수수료

최대 3년까지
중도상환원금 x 1.4% x (잔존일수÷대출기간)

최대 3년까지
중도상환원금 x 0.8% x (잔존일수÷대출기간)

D006791 김종범

1893 김종범

연 0.2% 인하

연 0.1% 인하

추천인(딜러)관리번호

네오오토와 연계된 캐피탈 (우리금융, 오릭스, 롯데)을 이용한 금융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