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IN 1 FOR YOU  렌터카 이용안내

[이용 안내]

- 패키지 예약 후 제주렌트카 담당자가 72시간 이내로 해피콜을 드릴 예정이니, 패키지 예약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부탁 드립니다.

- 시스템상의 누락, 연락처 오기재로 인해 해피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 24시간 전까지 해피콜을 받지 못한 고객은 위 직통번호로 

  연락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 차량 대여 시간은 인수된 시점부터 48시간이며 인수 / 반납 가능 시간은 오전 07:30 부터 오후 10:00 까지 입니다. 

  (운영시간 외 차량 인수 / 반납은 불가 하며, 48시간 이상 대여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 겨울철 차량용 체인 요청 시 추가 요금이 발생 됩니다. (1회 1만원)

- 렌터카 대여 중 차량 사고시 사고의 종류에 따라 남은 대여기간 동안 렌터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불포함 사항]

- 자차보험 (선택사항이며, 현장에서 가입 가능)

- 주유비 / 주차비

- 중형차 외, 대형 / 럭셔리 / 승합차종 선택 시, 추가 비용 발생

[렌터카 대여 자격]

1. 대여 불가 항목

- 탑승인원 초과 

- 군인(의무 장병)

[주의 사항]

-제주렌트카 대여 차량은 전 차량 금연 차량입니다. (흡연 시 클리닝 비용 20만원 청구)

-제주렌트카 대여 차량은 반려동물 탑승이 불가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시, 팻 프랜들리 카 차량으로 대여 필요)

[제주렌트카㈜ 차량 보험]

전차량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가입

- 대인: 무한대

- 대물: 1건당 2천만원까지

- 자손: 1인당 1천5백만원까지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특약 내용

- 일반: 최대 30만원 자기 부담금 발생

- 슈퍼: 자기 부담금 없음

* 상세 내용은 차량 예약 시, 렌터카 회사를 통해 정확히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유형 차종 나이 차량손해면책제도 면허종별 운전경력

고급형 제네시스 G90

만 26세 이상

일반면책 (한도 없음) 2종 보통 이상

1년 이상

승합

올 뉴 카니발 11인승
슈퍼면책 or 일반면책

(한도 없음)
1종 보통 이상

그랜드 스타랙스 12인승

쏠라티 15인승 일반면책 (한도 없음) 1종 대형 이상

그외 만 21세 이상

만 26세 이상
(슈퍼 or 일반 - 한도 없음)

2종 보통 이상

만 26세 미만
(일반 - 한도 200만원)

2. 대여 가능 운전면허증

- 내국인: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외국인: 제네바협약, 비엔나 협약, SOFA 가입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IDP)과 개인여권 소지자 

- (만 26세 이상) / 슈퍼면책필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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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차명 연료 구분 24시간 기준

경/소형

올 뉴 모닝 휘발유
일반 14,000 

슈퍼 20,000 

더 뉴 레이 휘발유
일반 15,000 

슈퍼 21,000 

엑센트 휘발유
일반 12,000 

슈퍼 17,000 

준 중형

더 뉴 아반떼-선루프 LPG
일반 20,000 

슈퍼 28,000 

더 뉴 아반떼-선루프 휘발유
일반 19,000 

슈퍼 27,000 

올 뉴 K3 2021 휘발유
일반 21,000 

슈퍼 30,000 

아반떼 CN7 휘발유
일반 22,000 

슈퍼 31,000 

중형

(패키지 

기본제공 

차량)

쏘나타 DN8 휘발유
일반 28,000 

슈퍼 40,000 

K5 DL3 휘발유
일반 28,000 

슈퍼 40,000 

쏘나타 DN8 LPG
일반 25,000 

슈퍼 36,000 

K5 DL3 LPG
일반 26,000 

슈퍼 37,000 

고급형

그랜저 IG 휘발유
일반 31,000 

슈퍼 44,000 

그랜저 IG LPG
일반 27,000 

슈퍼 39,000 

K7 프리미어 휘발유
일반 34,000 

슈퍼 48,000 

더 뉴 그랜저 휘발유
일반 34,000 

슈퍼 49,000 

제네시스 G80 AWD-선루프 휘발유
일반 51,000 

슈퍼 73,000 

제네시스 G90 AWD 휘발유
일반 93,000 

차종 차명 연료 구분 24시간 기준

SUV

스토닉 경유
일반 21,000 

슈퍼 30,000 

베뉴 휘발유
일반 19,000 

슈퍼 27,000 

XM3 1.6 GTe 휘발유
일반 23,000 

슈퍼 33,000 

베리 뉴 티볼리 휘발유
일반 23,000 

슈퍼 33,000 

셀토스 1.6T 휘발유
일반 23,000 

슈퍼 33,000 

올 뉴 투싼 AWD-선루프 경유
일반 29,000 

슈퍼 41,000 

스포티지 더 볼드-선루프 경유
일반 28,000 

슈퍼 41,000 

올 뉴 쏘렌토 2.2 AWD 경유
일반 31,000 

슈퍼 45,000 

올 뉴 쏘렌토 2.2 AWD-선루프 경유
일반 34,000 

슈퍼 48,000 

싼타페TM 2.2 7인승 AWD 경유
일반 35,000 

슈퍼 51,000 

쏘렌토 MQ4 AWD 경유
일반 38,000 

슈퍼 54,000 

더 뉴 싼타페 AWD 경유
일반 37,000 

슈퍼 53,000 

승합차

7-9인승

더 뉴 카니발 9인승-썬루프 경유
일반 32,000 

슈퍼 46,000 

카니발 KA4 9인승 경유
일반 35,000 

슈퍼 50,000 

카니발 KA4

7인승
경유

일반 42,000 

슈퍼 60,000 

11-12

인승

더 뉴 카니발

11인승 
경유

일반 30,000 

슈퍼 43,000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경유

일반 28,000 

슈퍼 40,000 

15인승 쏠라티 15인승 경유
일반 62,000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ev
일반 23,000

슈퍼 33,000

코나 일렉트릭 ev
일반 29,000

슈퍼 41,000

[차량손해면책제도 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