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구매할 때

알아둘알아둘  포인트포인트!!
중고차를 샀어!

판매원은 ‘주행에 문제가 없고 
상태가 좋다’ 고 했지.

차를 받은 후 엔진을 켰더니 
이상하게도 큰 소리가 나!

판매원은 이런 상태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런

 점
에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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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사용상의 마모라고 할 수 없는 이상이 
있고, 계약 시에 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는 판매점에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판매점이 수리를 해
주지 않고 공도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상태
(차검 (계속검사) 에 합격한 상태) 가 아닌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를 받을 때 
    이상을 발견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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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이나 차를 고를 때

광고나 가격표에 가격・보증 유무・정기점검정비 실시 유무・주행거리・ 수리내역 유무 등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계약 전에 엔진을 켜보고 가능하다면 시승해서 상태를 확인한다

구매 상담을 할 때

광고나 가격표의 표시 내용과 실제 차량에 차이점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내장・외장의 흠집이나 팬 곳, 엔진・미션 등 차의 상태, 내비게이션・알루미늄휠 등의 옵
션내역과 상태를 확인한다

견적서를 받아서 차의 가격뿐만 아니라 보증, 정비 비용・각종 세금・수속 대행 비용 등 제
반 비용 내역과 금액 등을 확인한다

여러 판매점에서 견적을 받아 제반 비용 내역・금액에 대해 비교, 확인한다

계약할 때

주문서 등의 기재 내용・금액이 구매 상담 시의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한다

서명・날인하기 전에 주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한다. 특히 계약 성립 시기,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한다

주문서 등의 부본을 반드시 받는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의 체크포인트

➡  그 이상이 보증 대상이면 판매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 대상 외라면 아래의 ‘보증이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 차를 받은 뒤에 이상을 발견했다면 ?2

➡  통상적인 사용상의 마모라고 할 수 없
는 이상으로서, 계약 시에 그에 대한 설
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판매점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연적인 마모에 의한 이상이라면 수리
는 자가 부담입니다.

보증이 없는 경우

보증이 있는 경우

해결 포인트

이것만은 
   알아두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