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영정보통신 제품 구입 신청서
계영정보통신(주)에서 제공하는 위치인식 제품의 원활한 구입을 위해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 기본 정보
단지명

담당자

요금(VAT별도) \

연락처

e-mail (계산서 발행용)

2. 서비스 이용 요금 (VAT별도)

구분
1. 자재 구입

세부항목

단가(원)

A. 입주자용 태그 구입 (100개 미만 구입 시)

45,000(수량:

)

45,000(수량:

)

40,000(수량:

)

차량용 태그 구입 (100개 이상 구입 시)

40,000(수량:

)

C. 차량용 태그 거치대 (50개 이상 구입 가능)

2,000 (수량:

)

D. LCD형 위치인식 태그 구입 (100개 미만 구입 시)

55,000(수량:

)

LCD형 위치인식 태그 구입 (100개 이상 구입 시)

45,000(수량:

)

50,000(수량:

)

45,000(수량:

)

F. 코오롱 하늘채 웨어러블 태그 구입 (흰색 / 검은색)

50,000(수량:

)

G. 송파 헬리오시티 원패스 태그 구입 (빨강 / 초록 / 파랑 / 갈색)

55,000(수량:

)

H. 해운대 엘시티 더샵 아파트 / 더레지던스 원패스 태그 구입

70,000(수량:

)

I. 해운대 엘시티 전용 태그 배터리 커버 (50개 이상 구입 가능)

1,500 (수량:

)

서울/경기

200,000

강원/충청

300,000

전라북도/경상북도

350,000

전라남도/경상남도

400,000

제주도

600,000

차량용 태그 구입 (100개 미만 구입 시)
B. 입주자용 태그 구입 (100개 이상 구입 시)

E. 래미안 웨어러블 태그 구입 (분실 재구입)

주황 / 초록 / 파랑 / 보라

래미안 웨어러블 태그 구입 (추가 구입 / 자동문열림, 엘리베이터 기능)

2. 오프라인 현장

3.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가) 상기 금액은 VAT 별도, 무통장 선불결제 기준입니다.

* 결제계좌 : 우리은행 364-336263-13-101 계영정보통신(주)
나) 상기의 서비스 이용 요금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고 입금 시 꼭 아파트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의 사용자 기본정보(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팩스, e-mail 등) 변경 시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치인식 태그 수리 및 구입 문의는 개별 접수는 불가하오니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치인식 구입 접수안내 : 홈페이지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하여 A/S 신청서 양식 작성 후 팩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구입 시 수량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 서류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확인자 e-mail주소 기재요망)
제품 구입 신청서 1부.

이상과 같이 위치인식 제품 구입을 신청합니다.
년
신청자

TEL : 1588-5496 FAX: 031)337-5330

월

일
(인)

홈페이지 : http://www.gyeyou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