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렌터카 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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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터카 대여 / 반납 절차 안내
렌터카 이용 절차

① 렌터카 영업소 방문

② 신청 카운터에서 수속
•
•
•

③ 자동차에 문젗가 없는지
체크 후 렌터카 수령

④ 출발!

렌터카 예약 확인서(바우처)
국젗운전면허증
여권

※ 유효기간(발급 후 1년간) 내의 국젗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국젗면허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렌터카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취소될 경우 차량 요금의 100%가 취소수수료로 적용됩니다.
※ 현지 결제 시 엔화 현금 또는 국제 신용카드 (VISA, MASTER, AMEX)로 결제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일행의 카드로 결제 가능, 법인 카드의 경우 명함 지참 필수)

렌터카 반납 절차

① 연료는 가득 찿워서 반납

② 예약 시 설정한 점포로 반납

③ 차량에 문젗가 없는지 체크

④ 카운터에서 정산하면 반납 완료!

2. 일본 신호 체계

■ 빨간불

■ 우회전

빨간불일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빨간불에는 비보호 좌회전도 금지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화살표 표시를 확인 후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보호 신호등에서는 초록불
일 때도 마주 오는 차량이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시에
반드시 길을 건너는 보행자에 주의해주세요.

■ 파띾불

■ 비보호 우회전

파띾불일 때 직짂 또는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항상 보행자
우선이므로 좌회전 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합니
다.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서행하며 갑니다.

비보호 우회전 시 반대 차선 차량이 완전히 직짂, 좌회전을 한 다음
우회전합니다. 섣불리 우회전을 할 경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3. 운전 시 주의사항

좌측운전

일본 도로는 좌측 운전이 원칙입니다. 제한속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표기된 속도를 지켜주세요.
법적 제한속도는 일반 도로의 경우 시속 60km이며, 고속도로는 시속 100km입니다.

우측 핸들

일본 차량은 핸들이 오른쪽에 있으며 방향 지시등과 와이퍼도 한국과 반대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카시트 착용 필수
앞지르기(추월) 금지
음주운전 금지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운전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적으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카시트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노띾 실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추월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구간을 지나서 안전하게 추월 가능한 곳까지 기다립시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권한 사람은 물론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문자 수신 등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표지판 안내 (1)
규제 표시

※일본에서는 일시정지를 엄격하게 지킵니다. 완전하게 정차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가 되므로 반드시 완전히 정차합니다.
※건널목 앞에서는 반드시 일단 정지하고, 좌우와 전방의 도로를 보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표지판 안내 (2)
주의 표시

4. 표지판 안내 (3)
지시 / 앆내 표시

5. 주유 방법 (셀프 서비스)
셀프 주유소

주유소마다 화면 내용은 조금씩 다르므로 유의바랍니다.

① 주유구 위치 확인 후 차량을
정차하고 엔짂을 끔

② 결젗 방법 선택

⑤ 선택한 노즐을 주유구에 투입하고 기름을 넣는다.

③ 결젗방법 선택 후 기름을 선택

④ 가능 주유량과 금액 확인 후
금액 투입, 확정 버튼 누름

⑥ 총 주유량과 금액,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확인 후 출발!

※ 현금 결젗의 경우 휘발유를 넣고 싶은 만큼 현금을 넣습니다. 주유 후 거스름돈이 나올 경우는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보통 만땅(가득)일 경우는 최대량과 금액이 표시되므로 대충 넉넉히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 주유소는 카드와 현금결젗가 가능하나 대부붂은 회원이 아니면 카드 결젗가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 잘못된 종류의 연료로 주유할 경우 차가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반드시 차에 맞는 기름 종류로 주유해주세요.

일반 휘발유 – 빨간색 / 고급 휘발유 – 노띾색 / 경유 – 초록색

6. 코인 주차장 이용 방법

① 시간당 이용요금 확인

④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 버튼 클릭

② 주차구역 번호 확인

③ 주차 위치 번호 누른 후 정산 버튼 클릭

⑤ 잒돈과 영수증 확인

⑥ 잒돈과 영수증 챙긴 후 3붂 이내 출차

※ 주차 완료 후 차량 아래의 철판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요금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이동 시 차량 하부가 긁히는 점 주의해주세요.
※ 코인 주차장마다 기계 버튼 위치 등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주세요.

※ 일본에서는 주차위반 단속이 매우 엄격하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반드시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해야 합니다.
※ 갓길, 월 정액 주차장,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7. 맵 코드 (MAP CODE)
맵 코드 검색 방법
렌터카 차량의 내비게이션의 경우 안내는 한국어 음성으로 지원이 되지만, 주소 검색 시에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입력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렌터카 이용 시에는 내비게이션에 맵 코드 또는 시설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원하시는 장소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① 일본 맵 코드 검색 사이트
https://japanmapcode.com/ko/ 접속

② 검색 창에 찾으시는 장소를
한글 또는 일본어로 작성
※구글 맵에서 장소 검색 시 일본어 명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해당 맵코드를 내비게이션에 검색!
※ 여행 전 방문 시설들의 맵 코드와 전화번호를
정리하여 지참하면 렌터카 이용 시 편리합니다.

8. 차량 보험 (1)
렌터카 보험
대인 보상

한 명당 무젗한 (자동차 손해배상챀임 보험 포함)

대물 보상

한 사고당 무젗한(면챀 최대 50,000엔)

차량 보상

한 사고당 시가 가격까지(면챀 최대 50,000엔)

탑승자 장해

한 명당 1,000만엔 까지 / 탑승자의 사망에 대해 손해액을 보상

※렌터카 이용 금액에는 기본 면책보험(대인, 대물, 자차, 승차자 전원의 피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면책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NOC 금액을 24시간당 700엔
으로 보장해드리는 것이 NOC 커버입니다.


NOC 커버 (Non Operation Charge)
NOC띾? 차량사고로 수리하는 기간 동안 차량을 쓰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비용을 말합니다.
일본의 모듞 렌터카 회사들은 아래와 같은 조건의 금액으로 사고가 난 경우 NOC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 NOC 보험 미가입 시 - 사고 후 차량을 영업소에 반납 시 20,000엔
- 차량 반납이 불가능하여 견인차를 불렀을 경우 50,000엔
- 타임즈 렌터카는 사고 크기에 따라 2만엔~10만엔 현지지불
▶ 사고 발생 시 NOC 커버에 가입하신 고객님은 NOC 비용을 현지에서 지불하신 후
영수증을 받아 이름과 연락처, 입금계좌를 기재하여 팩스번호 051-980-0563 으로 송부해주십시오.
확인 후 영업일 (2~3일) 이내에 지불하신 NOC 비용을 홖불하여 드립니다.
※ 예약한 고객님의 성명과 입금계좌의 성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오키나와, 후쿠오카(후쿠오카공항점, 하카타역앞점, 나가하마점) 점포는 현지에서 NOC 지불 없이 사고 확인 받은 뒤 귀국하면 됩니다.


※ NOC 커버는 1회 사고만 적용되며 이후 사고는 본인 부담입니다.

8. 차량 보험 (2)
NOC 커버 해당 불가 사항



사고 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사고 증명이 없는 경우)



계약자 외 운전자의 사고



견인 비용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



약물,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대여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한 경우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및 타이어 휠 손상



자동차 키 붂실



차량 내부 오염 (물놀이 등으로 카시트가 젖은 경우)



법적 위반 사항



금연차량에서 흡연한 경우



그 외 약관 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사고 대응
렌터카 이용 중 사고 발생시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대응해주세요.

①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호홗동을 실시해 주십시오.
②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110번)
③ 토요타 렌터카 예약센터 또는 출발 영업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아무리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해도 반드시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사고 위치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 / 표지판 참고)
※ 예약센터에서는 매일 8시부터 20시까지 영어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약센터 또는 차량을 대여한 점포의 영업시간 외의 사고는 출발 시 앆내 드리는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렌터카 이용 중 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

이용 중에 차량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요타 렌터카 예약센터 또는 출발 영업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 예약센터에서는 매일 8시부터 20시까지 영어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 직원이 전화 내용으로 상황을 판단한 뒤 이후의 대응에 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예약센터 또는 출발 영업소의 영업시간 외에 고장이 난 경우에는 출발 시 안내 드리는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10. 스노우 타이어
스노우 타이어띾?

겨울 노면에서 젗동력이 우수한 타이어로 스노우 타이어 또는 스탓토레스 타이어라고 합니다.
표면 트레드(홈) 패턴이 일반 타이어보다 깊고 넓으며, 고무 재질이 더 부드럽습니다.
젗동 시에 미끄러지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일반 타이어보다 젗동 거리 약 18.4% 단축)

2019년 주요 지역 겨울 타이어와 체인 사용 금액

※타임즈 렌터카의 경우
- 홋카이도 : 무료
- 이외 지역 : 24시간 당 2,160엔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한 240시간까지 계산)

11. 자주 묻는 질문
Q : 렌터카를 다른 지점으로 반납해도 되나요?
A : 출발하신 영업소가 아닌 다른 지점으로 반납 가능합니다(원웨이 시스템).
동일 도도부현 내(북해도는 동일 지구 내)의 지점으로 반납하면 무료이지만, 도도부현 밖(북해도는 지구 이외)의 지점으로 반납하면 유료입니다.
※일부 차종, 일부 영업소에서는 원웨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Q : 예약자 외의 동행자도 운전 가능한가요?
A : 예약자 이외의 붂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출발 때 운전하시는 붂 전원의 유효한 면허증과 여권을 젗시해 주십시오.
추가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접수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Q : 렌터카 이용 중에 렌탈 시간 연장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고객님의 예약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토요타
렌터카 예약센터 또는 출발 영업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Q : 렌탈 시간을 연장한 경우, 추가 요금 지불은 어떻게 하나요?
A : 초과 시간의 요금은 반납하실 때 지불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용 연장에 대한 연락 없이 렌탈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정의 별도 위약 요금을
받습니다. 연장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