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공개 – 중고차 판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센스 소지자 이름]  

DCA 라이센스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센스 소지자 전화번호] 

[라이센스 소지자 주소] ▪ [시, 주,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라이센스 소지자 웹사이트]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동차 연식 ______________________ 

   차종 및 모델 ______________________ 

구매자 
(이름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동차 차대 번호(VIN) ______________________ 

선택한 금융회사 ______________________ 

 
공동 구매자 
(이름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판매 조건  융자 조건 

추가 항목(애드 온)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현금 가격 

  금융 수수료는 포함되며, 추가 

항목(애드 온) 제품 및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은 총 판매가 

 

자동차 판매세만   다운 페이먼트(보증금) 

(해당되는 경우) 
 

트레이드인 금액(해당되는 경우)   납입 횟수  

총 등록 및 기타 수수료 예상 금액   계약 연이율(APR)*  

추가 항목(애드 온)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총 현금 가격 

  같은 조건, 납입 횟수, 담보, 다운 

페이먼트(보증금)로 대출을 받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최저 APR* 

 

   추가 항목(애드 온)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월 납입액 
 

 

*APR은 연금리로 계산한 신용거래비용입니다. APR에는 금융기관에서 판매업자에게 제시하는 금리가 포함됩니다. 

이 금리는 소비자의 신용 점수, 신용 금액, 다운 페이먼트(보증금) 액수, 융자 기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업자가 제안하는 융자를 수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APR 계산에는 융자를 

주선하는 판매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KOREAN 



 

추가 항목(애드 온) 제품 또는 서비스 

선택된 추가 항목(애드 온) 

제품 또는 서비스 

(추가 항목(애드 온)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 "해당없음"이라고 쓰세요.) 

해당 판매세를 포함한 

추가 항목(애드 온)의 

현금 가격 

선택된 추가 항목 

(애드 온) 및 금융 

수수료를 포함한 월 

납입액* 

선택된 추가 항목 

(애드 온) 및 금융 

수수료를 포함한 총 

판매가* 

    

    

    

    

    

    

선택된 추가 항목(애드 온) 및 금융 

수수료를 포함한 총 자동차 판매가* 
  

 
*다운 페이먼트(보증금), 트레이드인 금액(해당되는 경우), 판매세, 예상 등록 비용 및 기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계약 양도 공개: 판매업자가 주선한 융자를 소비자가 수락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매 할부 계약(Retail 

Installment Contract)이라고 하는 판매업자와의 융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판매업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납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업자는 최초 양도가 발생한 후 즉시 최초 양도에 대해, 그리고 소비자가 납입을 

해야 하는 상대 당사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소비자는 이 양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양식은 정보 제공과 참고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 양식에 서명을 했거나 이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융자를 

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차량 구매를 규제하는 것은 소매 할부 계약서이며, 이 양식은 소매 할부 

계약서를 대체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수령 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매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 구매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