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플 할인 (개인 및 기업고객)

01전시회 명함 교환시 10% 할인
당사가 참가하는 전시회에서 당사 부스에 방문한 고객분들중, 명함을 전달해 주신 분들에 한해 첫 샘플 구입시 10% 

할인 특전을 드립니다. 

또한 샘플 할인외에 각종 기초 기술 자료 및 향후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스타터키트 활용 40% 할인
당사 제품을 처음 구입하시는 고객분들이 당사가 제공해드리는 Manager software와 함께 제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경험하는데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특정 모델의 mightyZAP 액추에이터 1개 / IR-USB02 PC USB 인터페이스 보드 / AC/DC 아답터와 전원젠더가 

패키지화된 스타터 키트를 구매하실 경우, 개별 판매가격 대비 40% 할인이 제공됩니다. 

031차 샘플 구입한 모델 테스트 후, 다른 사양의 제품으로 대체 시 50% 할인 보상판매
최초 샘플 구매한 엑츄에이터 모델을 테스트해본 결과 귀사의 Application에 적절치 않은 것이 확인이 될 경우, 최초 

구매한 제품을 본사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대체품에 대해 50% 보상판매를 제공합니다.

04수리대신 신제품구매시 50% 할인 보상판매
고객과실로 제품 수리를 의뢰를 할 경우, 예상 수리비를 고지드리고, 수리비에 따라 고객은 수리를 선택할지, 

아니면 신품을 50%할인된 가격에 구매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품 보상판매시 고장난 제품은 본사로 귀속됩니다.



기간 할인 프로그램

01대량 구매시 수량별  할인
최소 20개 이상 구입시부터 할인 점진 적용 (최대 40% 할인)

안전한 벌크 포장 후 배송

주문 수량

19 pcs

49 pcs20 ~

~

99 pcs50 ~

199 pcs100 ~

499 pcs200 ~

999 pcs500 ~

1799 pcs1000 ~

2999 pcs1800 ~

4999 pcs3000 ~

5000 ~

할인율

No Discount

30%

2%

5%

10%

15%

20%

35%

40%

25%

02기간 할인 프로그램

연 구매 총 수량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

고객이 정한 납기일에 맞추어 분할 납품 하는 할인 프로그램.

할인 적용 방법
고객사 입장에서 필요한 연수량 및 납품 계획을 본사 영업팀에 문의하여 주시면, 고객사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할인 프로그램을 제안해 드리며, 상호 동의 후 보증금 20%가 예치됨으로써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수량을 줄여야 할 경우
업황에 따라 연 계약 수량을 하향 조정해야 할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호 협의하, 계약수량을 중간에 하향 

조정하고, 최종 조정된 수량에 해당하는 할인율로 재계산하여 고객사에 손해가 없도록 조정을 해드립니다. 선수금 

소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환불 혹은 제품으로 보내 드립니다.

수량별 할인 구간표 (액츄에이터 할인율이며, 악세서리는 별도 할인율 적용)

계약

연 구매 
총 금액의

 20%

1회차 2회차 3회차 n회차·  ·  ·

회차별
출고 수량의

80%

회차별
출고 수량의

80%

회차별
출고 수량의

80%

회차별
출고 수량의

80%

할인

연 구매

총 수량에 대한

할인율 적용



총 수량 100개 구매시(예시), 할인율 차이 

할인 예시

모델 A의 가격을 10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월 20개, 12개월 총 240개의 제품을 구입시 기간할인 약정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연수량 총 240개에 대한 할인율 15% 적용 (200 ~ 499개 구간 할인율).  할인 적용 후 개당 85,000원에 구매계약시, 총 

계약금액은 240개 x 85,000원 = 20,400,000원

총 계약금액 20,400,000원의 보증금 20%인 4,080,000원을 예치 후, 기간 할인 공급계약이 성립

첫 20개 배송 전, 20개에 대한 80%금액 1,360.000원을 납입하게 되면, 첫 생산 20개가 배송.

이와 같이 보증금이 소멸될때까지 배송이 되는 형태입니다.

2% off

건당 구매시,

거래건 별 수량  

2% 할인

(수량 20개 적용시) 

20개

100개20개

20개

20개

20개

10% off

연 구매 총 수량 결제 시, 

연간 총 구매 수량 할인 10% 할인 (수량 100개 적용시) 

고객이 정한 납기일에 맞추어 분할 납품

20개 20개 20개

100개

20개 20개

예를 들어 약 2~3달 간격으로 20개씩 1년에 5번 총 100개를 구매하려는 기업 고객이 있는 경우,

20개씩 개별 할인을 받게 되면 2% 할인만 제공되지만, 

연간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100개 할인율인 10%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 모델 A 개당 가격 100,000원

첫 납품 전,

첫 회차 출고 수량인 

20개의 80% 금액 납입

회차 별, 

납품 수량의 

80% 납입 후 출고

총 금액의 20% 예치

공급 계약 성립

20개/월 X 12개월

총 수량 : 240개 

(수랑별 할인 15% 적용)

총 20,400,000원 4,080,000원 1,360,000원

첫납품 분할납품계약할인

개당 85,000원 X  수량 24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