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고객층을 노리는 R 사의
레이 튜닝 차량 장단점 비교

POPNIC
(팝크닉) 타사

장점

• 4인 용으로 더 많은 인원 수용 가능
• 비교적 적은 시설로 자가 수리 가능
• 고급형 이태리 수제 텐트 장착
• 타사보다 저렴한 튜닝 가격
• 수요가 있다면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성 가능 (레이, 카니발 하이
탑 루프 버전 등)

• 차량 실내 월등한 디자인
• 차량 내부 팝크닉보다 다량의 시설

단점 • 비교적 심플한 내부 디자인

• 비싼 튜닝 가격
• 2인용으로 데일리카 이용 불가
• 차량 파손 후 무조건 입고, 자가수리

불가
• 파손 여부가 높은 시스템 대량 보유

(전기 시스템 등등)





레이 팝크닉 스머프 1호 대여 요금표 [24시간]

비수기 성수기

평일 주말(공휴일, 금-토, 토-일) 평일 주말(공휴일, 금-토, 토-일)
100,000원 150,000원 120,000원 180,000원

레이 팝크닉 민트초코 2호 대여 요금표 [24시간]

비수기 성수기

평일 주말(공휴일, 금-토, 토-일) 평일 주말(공휴일, 금-토, 토-일)
120,000원 180,000원 150,000원 220,000원

카니발 팝크닉 바둑이 3호 대여 요금표 [24시간]

비수기 성수기
평일 주말(공휴일, 금-토, 토-일) 평일 주말(공휴일, 금-토, 토-일)

150,000원 220,000원 180,000원 250,000원



스머프 [1호] 민트초코 [2호] 바둑이 [3호]

패키지 가격 패키지 가격 패키지 가격

2인 미니멀 캠핑 SET 20,000원 2인 미니멀 캠핑 SET 30,000원 4인 미니멀 캠핑 SET 30,000원

2인 감성패킹 패키지 30,000원 2인 감성 캠핑 패키지 40,000원 4인 패밀리 패키지 60,000원

BBQ 패키지 20,000원 멀티미디어 패키지 20,000원 멀티미디어 패키지 20,000원

플러스 패키지 10,000원 BBQ패키지 30,000원 BBQ패키지 30,000원

윈터패키지
<구매전용> 99,000원 플러스 패키지 10,000원 윈터 패키지

<구매 전용> 99,000원

소모품 SET 15,000원 윈터패키지
<구매 전용> 99,000원 소모품 SET 20,000원

- - 소모품 SET 20,000원 - -

가을 및 동계 패키지 가격표로
같은 이름의 패키지더라도
차량에 따라 구성 물품 다름



2020년 매출 현황표 (차량 3대 기준)

MONTH 매출액

9월 2,072,500원

10월 3,471,000원

2021년 ¾분기 (예상) 6,500,000원
2021년 4/4분기 (예상) 5,500,000원

2020년 월 평균 매출 2,771,750원



차량 가격 튜닝 가격
(텐트 + 어닝) 캠핑 용품 유지비 총 가격

스머프 1호 (KIA 레이) \12,000,000~ 별도 문의 약 1,000,000원 할부이자 + 보험금 \18,000,000~

민트초코 2호 (KIA 레이) \12,000,000~ 별도 문의 약 1,000,000원 할부이자 + 보험금 \19,000,000~

바둑이 3호 (KIA 카니발) \26,000,000~ 별도 문의 약 1,000,000원 할부이자 + 보험금 \37,000,000~

*한 달 매출 평균 400만원의 손익분기점 = 약 24개월

• 본사 캠핑 용품 공급처 제공
• 차량 관리법 및 관리용품 제공
• 패키지 / 상품 / 가격 / 예약에 필요한 정보 모두 제공
• 차량에 대한 교육 및 관리법 무상 교육



구분 항목 금액 비고

매장 임대
권리금

CBC
보증금

팝크닉 시스템

차량 가격 69,080,000원 (3대) 카니발(1EA), 레이(2EA)

차량 튜닝 비용 22,100,000원 (3대) 텐트(3EA), 어닝(2EA), 평탄화
작업, 요리조리박스 1(EA)

대여장비 금액
합 3,000,000원 (3대) 대여장비 구매 및 관리비

사은품 및 굿즈 비용

홍보관련
광고, 바이럴, 협찬 월 500,000원 협찬 차량 대여가격 적용

전시회 참석 -

전산 통신
홈페이지 7,200,000원 플랫폼 제작 비용

전산 장비 -

소모품 캠핑대여물품 250,000원 소모품 패키지 물품

합계 \102,1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