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4 P

5 - 8 P

9 - 10 P

11 - 12 P

- 클럽넘버원 회사 위치, 전경 및 작업현장

- 특장 차량 라인업

- CLUB NO.1 WHY? [ NO.1 COMPANY ]

- 컨버젼 시공 사진



CLUB NO.1 COMPANY

- 본사 회사 전경 및 전시장 위치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77번길 62

안천/부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63 1층 

분당 : 분당구 서현동 150

과천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348-12

이천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216-12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90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55 (중리동 1051-5)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유통길78 엠플러스광주b동 1층121호  

울산 : 울산 남구 화합로 224번길 4, 102호 

순천 : 순천시 가곡동 994-4번지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60  

Philippines : 120 West Avenue, Brgy, Bungad, Quezon City, 1105

China : 抚顺市前甸工业园区
Vietnam/Cambodia : Phnom Penh Thmey, Sen Sok Districk





CLUB NO.1 VAN LINE-UP

- CARNIVAL HI-LIMOUSINE (카니발 하이리무진)  - 특장사 / 순정사 포함 국내유일 카니발 모든등급 판매 라이센스를 획득 

프레스티지 : 9인승 - 44,500,000원 + 차량옵션 / +컨버젼

노블레스 : 9인승 - 49,250,000원 + 차량옵션 / +컨버젼 

시그니처 :  

시그니처 넘버원 하이리무진 기본옵션 

: 선팅, SPECIAL 무드램프, 27”스마트모니터(+mlrroring),

주름커튼, CLUB NO.1 전용 엠블럼, CLUB NO.1 전용 에어댐 SET

* 자세한 패키지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www.clubno1.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부가세 환급 및 Conversion 포함 해서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7인승 - 58,550,000원 + 차량옵션 / +컨버젼 

9인승 - 56,150,000원 + 차량옵션 / +컨버젼 

※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옵션과 컨버젼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디젤 : + 1,900,000원

※ CONVERSION :

[ ※ 가솔린 기준 가격입니다. ]

패키지1 - 2,640,000원

패키지2 - 3,795,000원

패키지3 - 12,540,000원

패키지4 - 17,710,000원

패키지5 - 27,000,000원

차박형패키지 - 4,500,000원



CLUB NO.1 VAN LINE-UP

- STARIA HI-LIMOUSINE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투어러 : 9인승 - 51,940,000원 + 차량옵션 / +컨버젼 

라운지 : 9인승 - 56,360,000원 + 차량옵션 / +컨버젼 

[ ※ LPG 기준 가격입니다. ] Diesel 로 변경시 + 300,000원 

※ 4륜 : + 1,950,000원 (디젤만 가능) ※ CONVERSION : 패키지1 - 3,300,000원

패키지2 - 12,500,000원

패키지3 - 22,000,000원

* 자세한 패키지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www.clubno1.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부가세 환급 및 Conversion 포함 해서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 ※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옵션과 컨버젼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CLUB NO.1 VAN LINE-UP

- V-CLASS HI-LIMOUSINE (브이클래스 하이리무진) 

9인승 디젤 : Low - 125,000,000원

9인승 디젤 :

[ ※ 실내 VIP 프리미엄 Conversion 포함된 가격입니다. ]

하이리무진 - 185,000,000원

* 자세한 패키지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www.clubno1.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부가세 환급 및 Conversion 포함 해서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CLUB NO.1 VAN LINE-UP

- SPRINTER (스프린터 밴)

319 (Short) : 189,000,000원

519 (Long) : 209,000,000원

* 자세한 패키지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www.clubno1.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부가세 환급 및 Conversion 포함 해서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 ※ 실내 VIP 프리미엄 Conversion 포함된 가격입니다. ]



CLUB NO.1 VAN 계약과정

01

Inquiry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 Suspendis lorem nisl, 

molestie eu pulvirope.

STEP 01

차량계약

클럽넘버원의 전문 상담원을 통해 

차량을 계약하고 

차량 예상 출고일을 확인합니다.

01

Inquiry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 Suspendis lorem nisl, 

molestie eu pulvirope.

STEP 02

차량 인테리어상담

원하시는 차량인테리어 디자인 및 옵션을

담당자와 함께 상담합니다.

EX) 시트패턴, 시트컬러, 바닥마감

* 필요 시 추가

01

Inquiry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 Suspendis lorem nisl, 

molestie eu pulvirope.

STEP 03

특장 하이리무진 제작

클럽넘버원으로 차량 입고 후

꼼꼼하게 검수를 진행합니다.

01

Inquiry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 Suspendis lorem nisl, 

molestie eu pulvirope.

STEP 04

커스텀 작업 진행

인테리어 상담 내용을 토대로

각 파트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커프텀 작업을 진행합니다.

* Step 추가하신
고객님의 한해서 진행됩니다.

01

Inquiry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 Suspendis lorem nisl, 

molestie eu pulvirope.

STEP 05

작업완료 후 테스트주행

작업완료 후 테스트주행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합니다.

01

Inquiry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 Suspendis lorem nisl, 

molestie eu pulvirope.

STEP 06

차량출고 및 고객인도

클럽넘버원의 전문 상담원을 통해 

차량을 계약하고 

차량 예상 출고일을 확인합니다.

▶ ▶ ▶

▶

계약에서 출고까지 고객님의 번거로움 없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01

Inquiry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 Suspendis lorem nisl, 

molestie eu pulvirope.

STEP 07

워런티 3년

당사 클럽넘버원은 워런티 기간이

3년으로 사후 관리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워런티 기간이 끝나도
불편함이 생길경우

사후관리를 도와드립니다.

War
ranty



CLUB NO.1 WHY?

CLUB NO.1 COMPANY

순정카니발 하이리무진과 동일하게 개조영역 및  특장루프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아 오토큐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클럽넘버원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당사 클럽넘버원은 워런티 기간이 3년으로 사후 관리를 완벽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순정 하이리무진 루프의 경우 기아 자동차에서 판매되는 루프가 아닌 저희 특장 업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용하여 차량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프 관련 A/S는 특장업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 클럽 넘버원은 1990년 창사 이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클럽 넘버원 리무진은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로 제품이 완성됩니다

또한, 고객에게 보답하고 감동을 주는 길이 저희 철칙인 만큼 클럽 넘버원 전 직원은 고객의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 클럽 넘버원의 우수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만큼 당사에서 "더욱" 중요시하는 부분이 사후관리이기에 믿고 맡기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3년이며 최고의 서비스를 보답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럽 넘버원은 신뢰·책임·보증을 기본 원칙으로 고수해 나갈 것은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 환급 및 Conversion 포함 해서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SP-VIP TYPE [ Package 1 ]

SP-VIP TYPE [ Package 2 ]

SP-VIP TYPE [ Package 3 ]



SP-VIP TYPE [ Package 4 ]

SP-VIP TYPE [ Package 5 ]

SP-VIP TYPE [ Car Camping Pack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