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장기대여(렌트) 과업지시서
1. 차량규격(사전에 등록·운행되지 않은 신규차량 기준)
사용기관

차종
2020 아반떼 1.6
가솔린 모던 AT

추가옵션

대수

인포테인먼트 내비Ⅱ

2

멀티미디어 패키지

3

2021 모닝 1.0

평택시어린이

가솔린 프레스티지 AT

급식관리지원센터

계약기간

비고

3년

색상:

(36개월)

폴라 화이트

3년

색상:

(36개월)

클리어 화이트

※ 공통옵션
- 썬팅 : 측후면(15%), 전면(35%), 루마 또는 3M 제품 사용
- 블랙박스 : 파인뷰 LX-3000 2채널(전,후방) 또는 동급 제품

2. 계약 내용
구분
계약기간

납품기한
납품장소

내용
2021.01.04. ~ 2023.12.31.(36개월)
2021.01.04.
※ 단, 차량 제조사 출고 지연 시 일정 협의
발주기관 지정장소
- 임차료는 월 단위 후불지급(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렌트 조건

- 임차기간 종료 후 차량 반납 시 추가비용 없음.
- 임차보증금 면제(0%)
- 주행거리 연 20,000km 이내
-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제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자동차 보험료

업체의 제비용 부담

- 차량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점검 및 고장 수리비, 정기검사비)
- 기타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용 일체
- 안전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2개월 1회 이상)을 실시한다.
-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으로 권장교체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을 교환하여야 하며, 기타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유지관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사고, 고장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 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 사고·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접수·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운전자격: 만 21세 이상
- 대인배상1: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2: 무제한
보험

- 대물배상: 1억원
- 자기신체사고: 1인당 1억원
-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 자차보험가입: 자차보험 필수가입, 자기부담금(10만원)
- 특약: 긴급출동서비스, 만 21세이상 운전
-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천재지변, 노사분규, 부품업체 납품지연 등에 의한
생산 차질 등) 없이 요구한 기일 내에 임대 차량을 공금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계약 해지 가능
- 공급자가 렌트차량 인도 후 차량점검, 수리 등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계약의 해지 및
완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음.
-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요자에게 지급
- 수요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기간
렌트료*10%를 공급자에게 지급

기타

본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조건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