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클럽넘버원 차량 계약 가이드 ]

NO.1 Cadillac Escalade ESV

클럽넘버원 에스컬레이드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

모델명 전장 (mm) 전폭 (mm) 전고 (mm) 축거(mm) 최대토크(kg·m/rpm) 최고출력 (ps/5,600rpm)

[ Technical Data ]

2021 ESCALADE ESV (Gasoline)
4WD PREMIUM LUXURY PLATINUM

5,766 2,059 1,984 3,407 63.5 / 4,100 420

※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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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 관련 워런티 국내 최초 3년 제공

에스컬레이드 하이루프 국내유일 제작

계약완료 후 빠른 출고 진행

클럽넘버원 인증 중고차 사업부 운영으로 인하여 추후 차량 판매 시 유리 클럽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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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1 + Guide 2 = 차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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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외부 색상/실내 색상을 선택합니다. (외부색상 : Crystal White Tricoat/ Black Raven  실내색상 : 베이지 / 다크어번 / 제트블랙)  

클럽넘버원의 에스컬레이드 외관 디자인은 2가지입니다. 하이리무진 타입과 일반 타입 중 선택해주세요. 

리무진시트, 의전시트 등 필요하신 경우에만 패키지 상품 및 기타 추가옵션을 선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차량가액의 30%)을 입금합니다. (차량가액은 환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기일은 선택하신 옵션에 따라 달라지며, 담당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 전 담당자를 통해 차량 보험 가입을 진행한 후 차량 등록을 진행합니다.

차량이 한국에 도착한 후, 당사의 펀드매니저를 통해 차량 대금을 결제 합니다. (리스,렌탈,할부,현금 가능)

클럽넘버원 차량 계약 순서

Guide 1 + Guide 2 + Guide 3 (선택사항) = 최종 차량금액

‘Guide 3’ 선택 시 컨버전 작업이 진행됩니다.

담당자가 차량 완료사항 및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후 고객님께 차량을 인도합니다.



클럽넘버원의 에스컬레이드 외관 디자인은 2가지입니다. 하이리무진 타입과 일반 타입 중 선택해주세요. 

차량 옵션 선택품목

Guide 1

Exterior color

Interior color

차량의 외부 색상/실내 색상을 선택합니다. (외부색상 : Crystal White Tricoat/ Black Raven  실내색상 : 베이지 / 다크어번 / 제트블랙)  

Guide 2

Whisper Beige with Gideon accents, Full leather seats with 
semi-aniline leather seating surfaces with mini-chevron perforated inserts

Jet Black, Full leather seats with 
semi-aniline leather seating surfaces with Mondrian quilting

Dark Auburn with Jet Black accents, Full leather seats
with semi-aniline leather seating surfaces with Mondrian quilting 

[ Black Raven ][ Crystal White Tricoat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Guide 3

Escalade Hi-Limousine VIP Conversion

Performance Upgrade Package ($2,795)

리무진시트, 의전시트 등 필요하신 경우에만 패키지 상품 및 기타 추가옵션을 선택합니다. 

- 공기 흡입 시스템

- Cat-Back 성능 배기



Guide 4

Guide 5

‘Guide 3’ 선택 시 개조작업이 진행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차량가액의 30%)을 입금합니다. (차량가액은 환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납기일은 선택하신 옵션에 따라 달라지며, 담당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출고 전 담당자를 통해 차량 보험 가입을 진행한 후 차량 등록을 진행합니다.

차량이 한국에 도착한 후, 당사의 펀드매니저를 통해 차량 대금을 결제 합니다. (리스,렌탈,할부,현금 가능)

Guide 6

Guide 7

담당자가 차량 완료사항 및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후 고객님께 차량을 인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