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책자에 수록된 차량 이미지는 시리즈의 대표 이미지로 책자의 수록된 견적 모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입가격은 BMW 공식 딜러 전시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에 안내되어 있는 금융프로그램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제공, 2018년 1월 31일까지 적용.
˙신용도 및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할부금융 이자율 0~8.99%.
˙할부금융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 2%.
˙할부금융 연체 시 연체이자율 연 19% 부과.
˙운용리스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음.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차량 반납 시 잔여 리스료 합계액 30%, 그 외 10% 부과.
˙운용리스 연체 시 24% 이자율 부과.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7 - C1d - 07524호 (2017.07.01)

BMW 파이낸셜서비스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만나보세요.

BMW FINANCIAL SERVICES KOREA.
BMW 금융전문 고객센터 1577-5822
BMW 코리아 미래재단 (080)269-2300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www.bmwfs.co.kr
BMW 드라이빙센터 (080)269-3300

BMW 1월 금융 프로그램.

BMW 5시리즈 가장 안전한 차 수상 기념.

bmw smart 할부.

BMW 5시리즈 맞춤 SMART-UP 프로그램.

잔가보장 할부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주관 2017 신차안전도 평가(KNCAP)에서 BMW 뉴520d가 역대 최고점수로 최우수상 수상.

3년 후 신차로

월 납입금 부담이 적은
금융 프로그램을 찾으시나요?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중고차 처분이
부담 되시나요?

100%
즐거움

차를 반납하고 신차를 타는 즐거움.

3년 마다

BMW가 보장하는

신차 변경

중고차 가치

모델

BMW 520d M Sport Package
Special Edition
(차량가격 63,300,000 원)

그렇다면, 일반 할부 보다 스마트한 혜택을 드리는 BMW SMART 할부로 BMW를 만나보세요.

3년 마다 중고차 걱정없이

맞춤 SMART 할부 프로그램

0%

걱정

중고차
처분

맞춤 옵션

선납 / 기간

월 할부금

옵션 1) 초기부담금 0원

0% / 48 개월

950,000 원

옵션 2) 합리적인 초기비용 & 유지비

30% / 36 개월

490,000 원

옵션 3) 매월 10만 원 유지비

50% / 36 개월

100,000 원

* SMART 할부, 통합취득세 미포함, 잔존가치 모델 별 상이.

UP 케어 프로그램

BMW 5시리즈를 더 소중하게 케어해 줄 스페셜 케어 프로그램.

잔가보장 프로그램.

- 5 케어 프로그램: 1년 내내 새 차처럼 5가지 주요 부분 케어. (키, 타이어, 차체 스크래치, 덴트(함몰), 전면 유리)
잔여금액
지불 후 소유

약정기간
이후

또는

1

2

3년 동안 낮은 월 납입금으로 BMW 이용.

3

3년 후, 타던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싶다면
BMW가 보장한 금액을 내고 계속 이용.

차량
반납

선택가능

3년마다 BMW 신차로 바꾸어 탈 수 있는 프로그램.
BMW가 미래의 잔존가치를 예측하여 중고차 가치를 보장.

* 5 케어 프로그램은 SMART 프로그램으로 BMW 5시리즈 전 모델 구매 시 제공.
* 5 케어 프로그램 상세 조건은 보험 고객 센터(070-4040-5540~5545) 또는 제휴 보험사 약관에 따름.

워런티 프로그램

BMW 5시리즈 모든 신차 구매 고객에게 적용되는 3년/20만 km 무상보증 동일 적용.
˙본 광고의 금융프로그램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제공, 2018년 1월 31일까지 적용.
˙신용도 및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할부금융 이자율 1~5.99%.
˙할부금융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수수료 2%.
˙할부금융 연체 시 연체이자율 연 19% 부과.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7–C1h-14139호(2018.01.01)

bmw X range SMART 프로그램.

이번 겨울, 지금 X RANGE를 타는 방법.

BMW 1 SERIES.

BMW ACTIVE TOURER.

BMW 118d Joy

BMW Active Tourer Joy

월 할부금

SMART 리스 프로그램

280,000 원

월 할부금

320,000 원

BMW SMART 할부, 차량가격 36,700,000원, 선납 30%, 36개월, 잔존가치 41%, 통합취득세 미포함.

BMW SMART 할부, 차량가격 43,500,000원, 선납 30%, 36개월, 잔존가치 41%, 통합취득세 미포함.

BMW 3 SERIES.

BMW 3 SERIES GT.

BMW 320d

BMW 320d Gran Turismo

겨울 드라이빙을 더 다이내믹하게 즐길 수 있는 스마트한 혜택.
모델

차량가격

BMW X3 xDrive20d M Sport Package

68,700,000 원

BMW X5 xDrive30d

97,700,000 원

선납 / 기간

월 납입금

0% / 48 개월

1,100,000 원
710,000 원

30% / 36 개월
BMW X6 xDrive30d

104,500,000 원

740,000 원

*SMART 운용리스, 통합취득세 및 자동차세 미포함, 잔존가치 모델 별 상이.

˙본 광고의 금융프로그램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제공, 2018년 1월 31일까지 적용.
˙신용도 및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운용리스 별도의 취급 수수료는 없음.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차량 반납 시 잔여 리스료 합계액의 30%, 명의 이전을 위한 중도해지 시 합계액의 10% 부과.
˙운용리스 연체 시 24% 이자율 부과.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7-C1g-12502호(2017.12.01)

월 할부금

350,000 원

BMW SMART 할부, 차량가격 51,500,000원, 선납 30%, 36개월, 잔존가치 43%, 통합취득세 미포함.

월 할부금

390,000 원

BMW SMART 할부, 차량가격 56,100,000원, 선납 30%, 36개월, 잔존가치 43%, 통합취득세 미포함.

BMW 4 SERIES.

BMW 5 SERIES.

BMW M2.

BMW M3.

BMW 420i Coupé M Sport Package

BMW 530i M Sport Package Plus

BMW M2 Coupé M Performance Steering wheel Edition

BMW M3 Sedan Competition

월 할부금

480,000 원

630,000 원

월 할부금

월 납입금

710,000 원

월 납입금

1,090,000 원

BMW SMART 할부, 차량가격 58,000,000원, 선납 30%, 36개월, 잔존가치 43%, 통합취득세 미포함.

BMW SMART 할부, 차량가격 74,600,000원, 선납 30%, 36개월, 잔존가치 45%, 통합취득세 미포함.
BMW SMART-UP 프로그램 적용됨.

BMW SMART 운용리스, 차량가격 74,900,000원, 선납 30%, 36개월, 잔존가치 43%, 통합취득세 및 자동차세 미포함.

BMW SMART 운용리스, 차량가격 117,500,000원, 선납 30%, 36개월, 잔존가치 43%, 통합취득세 및 자동차세 미포함.

BMW 6 SERIES GT.

BMW 6 SERIES.

BMW M4.

BMW i3.

BMW 630d xDrive Gran Turismo Luxury Line

BMW 640d xDrive Gran Coupé M Sport Package Limited Edition

BMW M4 Coupé Competition

BMW i3 94Ah LUX

월 납입금

920,000 원

BMW SMART 운용리스, 차량가격 92,900,000원, 선납 30%, 36개월, 잔존가치 49%, 통합취득세 및 자동차세 미포함.

월 납입금

1,160,000 원

BMW SMART 운용리스, 차량가격 127,300,000원, 선납 30%, 36개월, 잔존가치 37%, 통합취득세 및 자동차세 미포함.

월 납입금

1,150,000 원

BMW SMART 운용리스, 차량가격 117,800,000원, 선납 30%, 36개월, 잔존가치 41%, 통합취득세 및 자동차세 미포함.

월 할부금

770,000 원

BMW 유예 할부, 차량가격 59,500,000원, 선납 30%, 36개월, 유예율 35%, 통합취득세 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