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처럼 믿음직한 전세렌터카, 뱅카! 

전국 600개 지사의 풍부한 네트워크로 언제 어디서나 뱅카의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뱅카와 파트너쉽을 맺은 (주)뉴카카는 하나은행이 주주로 참여할 만큼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자동차 전문 기업입니다. 중고차 판매 등의 

비즈니스를 통해 매년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 있는 전세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지사
600개점

CM (CAR-MANAGER) 
0000명

4년 동안 관리비만 내고 저렴하게 차를 타다가
전세처럼 처음 차 값 그대로 돌려받는 혁신적인 자동차 생활!

전세렌터카 상품이 궁금하다면,
뱅카의 자동차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은행처럼 믿음 가서
자동차 전문가라서

전세렌터카 서비스

Homepage: www.bancar1.com
E-mail: bancar1@naver.com

아직도 차를 사세요?
뱅카로 전세렌트하세요!

QR코드를 찍으면, 뱅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뱅
- 카

(주) 뉴카카

전국 네트워크의 NO.1

고객센터: 1811-9910



똑똑한 전세렌터카

[계약 과정]

4 yrs

원금(보증금) 납입 신차 수령 4년 후 반납 원금(보증금) 환급

신차구입 장기렌터카 전세렌터카

차량 구매방법 할부구매 (30%) 보증금 (30%) 보증금 (100%)

차량금액 1,023만 원 1,023만 원 3,410만 원

취등록세 238만 7,000원 없음 없음

이자비용 
(연 4.5%)

225만 7,322원 없음 없음

자동차세
(연 x 4)

260만 원
(연 65만 원)

없음 없음

정비료 고객부담
옵션 선택 시
 렌트비인상

없음

재산세 고객부담 없음 없음

보험료 
(연 x4)

525만 1,280원
(연 131만 2,820원)

없음 없음

건강보험료 3-5% 고객부담 없음 없음

월 유지비용 54만 4,319원
(4년 2,659만5,602원)

49만 4,450원
(4년 2,373만3,600원)

19만 9,000원
(4년 955만2,000원)

4년 운행 시 총 비용 4,659만 5,602원 3,396만 3,600원 4,365만 2,000원

4년 후 차량가격 1,732만 2,800원 1,023만 원 3,410만 원

4년 차량가격 제외
 총 비용

2,927만 2,802원 2,373만 3,600원 955만 2,000원

[전세렌트하면 신차구입 대비 약 2천만 원 절약!]

[자동차로 재테크 하는 차-테크 시대]

돈 아끼면서 자동차를 굴린다!

볼수록 놀라운 혜택
돈 아끼면서 자동차를 굴린다!

월등한 가격 경쟁력
돈 아끼면서 자동차를 굴린다!

모델명: 그랜저 IG 가솔린 2.4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A/T) 

옵션: 기본 + 선택옵션     총 차량 금액: 3,410만 원

[전세렌터카?]

Q  풀 옵션 차량도 가능한가요?
             A  저렴한 월 관리비와 기름값만으로도 풀 옵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과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A  취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보험료  모두 별도 비용 
                없이 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자동차 정비와 관리는 어떻게 받나요?
             A  언제든지 무상 정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사고 나면 보험료가 상승하나요?
             A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료 인상 전혀~ 없습니다!

Q  주행거리 제한이 있나요?
             A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Q  가족과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만 26세 이상 /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면 가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나요?
             A  [금융기관 보증 70%, 물적담보 30%]로 100% 원금 
                 보장합니다!

[QnA: 뱅카의 혜택이 궁금해요!]

아파트 전세 계약처럼 전세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4년) 동안 
새 차를 사용하신 후 계약종료 시 차량을 반납하고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받는 신개념 카테크 상품입니다.

새 차를 소유하는 순간 각종 세금과 보험료, 중고시세 하락으로 
고객님의 자산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장기렌터카나 
리스차량을 선택하려고 해도 돌려받지 못하고 매달 사라지는 
렌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렌터카는 4년 동안 마음껏 타다가 차 값의 100%를 다시
돌려받는 신개념 차-테크입니다.

※ 예시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