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매직

1. 계약자 필수정보 

계약자필수정보

개인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휴대폰 번호 )

사

업

자

개인사업자

- 상호명, 사업자번호, 업태, 업종, 사업자등록증 주소, 설치주소, 이메일, 대표자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 납부정보 (통장이체 or 카드이체) 

- 대표자 컨택가능시 서류필요없음

법인사업자

- 상호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태, 업종, 사업자등록증 주소, 설치주소, 이메일, 

유선번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 납부정보 (통장이체 or 카드이체 or 가상계좌 ) → 카드결제나 가상계좌 이체시 담당자 명함 必 

- 서류 必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or 카드정보

* 납부정보 컨택시 ( 1600-1661 ) 확인가능. 

2. 제품군별 설치비 및 등록비

제품 설치비 등록비 기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가스렌지, 전기레인지,

스팀오븐, 제빙기

3만원

10만원

* 할인 적용된 설치비와 등록비는 

의무사용기간 이내 해지 시 

위약금과 함께 청구
식기세척기 7만원

안마의자 10만원

2. 제품군별 설치비 및 등록비

제품 설치비 등록비 기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가스렌지, 전기레인지,

스팀오븐, 제빙기

3만원

10만원

* 할인 적용된 설치비와 등록비는 

의무사용기간 이내 해지 시 

위약금과 함께 청구
식기세척기 7만원

안마의자 10만원



 3. 제품별 관리주기 및 소유권 이전

제품군 관리주기 의무사용기간 소유권이전

정수기 4개월

3년 5년

공기청정기
4개월

*ACL-140/V32 2개월 관리

비데
4개월

*BID-S31D 2개월 관리

스팀오븐

가스렌지
12개월

전기레인지 4개월

39개월 39개월

안마의자 x

 *관리주기 2개월 변경가능(교체주기는 변경없음) → 정수기 +7,000원, 청정기/비데 +5,000원 

 4. 단체할인 렌탈

일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수량구간 렌탈료할인 수량구간 렌탈료할인

정수기만 2대 이상 5% 정수기만 2대 이상 5%

10대이상 10% 20대 이상 10%

15대이상 15% 30대 이상 15%

25대이상 20% 50대 이상 20%

 5. 학교할인 렌탈
  - 설치수량과 관계없이 방학기간 1월 / 8월 렌탈료 면제 ( 세금계산서 미발행 )

 6. 패키지 렌탈
  - 두가지 이상 제품 렌탈시 제품당 2,000원 할인 ( 동종은 비데/공기청정기만 가능)

 7. 납부방법

납부방법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사업자 관공서

CMS O O O

카드이체 O O O

가상계좌 X O O

지로 X X O
* 개인/개인사업자 지로불가



8. 렌탈료 선납 할인

선납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할인율 4% 6% 8% 12% 25%

9. 제휴카드

카드종류 하나카드 농협카드 우리카드

고객센터 1599-4284 1644-4000 1800-2711

특화서비스
전월 30만원이상 1.3천원 

할인
전월 30만원이상 1만원 할인

전월 30만원 / 1만원 할인

전월 70만원 / 1.5천원 할인

전월 100만원 / 2만원 할인

카드종류 롯데카드 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0225 1800-2711

특화서비스

전월 30만원 / 1.1천원 할인 전월 30만원 / 1.1천원 할인

전월 70만원 / 1.5천원 할인 전월 70만원 / 1.5천원 할인

전월 100만원 / 2만원 할인 전월 100만원 / 2만원 할인

10. 해약 기간별 납부기준

해약유형 위약금 일수금 할인위약금 등록비 미납금 설치비 소모품비

14일 이내 X X X X X X O (8만원)

의무사용기간이내 O O O O O O X

의무사용기간이후 X O X X O X X

11. 위약금 산정 방식

제품군
14일 이내 14일 이후(의무사용기간내해약)

등록비 설치비 철거비 등록비 설치비

등록비+설치비+ 

철거비+잔여렌탈료10%

정수기, 이온수기, 제빙기, 

공기청정기, 비데, 

스팀오븐, 가스레인지

5만원 3만원 2만원 10만원 3만원

식기세척기 5만원 7만원 2만원 10만원 7만원

안마의자 10만원 10만원 6만원 10만원 10만원

전기레인지 10만원 3만원 2만원 10만원 3만원



12. 매변(14일이내)

매변유형 비 용

상위매변 무 상 

하위매변 X

13. 명의변경 기준

제품 기간

전제품 설치 익월 가능

14. 이전설치 기준

제품군 분리 설치

정수기 1만원 3.0천원

전기레인지 3.1천원 6.2천원

식기세척기 3.1천원 4.8천원

비데 2.3천원 3.4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