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8.

페이지 인쇄

확인 번호 : 10J331

예약 세부 정보
고객 이름

류재열

참조 번호 :

IM27037824

확인 번호 :

10J331

차량 렌탈 회사 :

Touring Cars - 노르웨이

차량 :

미니 캠퍼

차량 연령 :

2016

날짜 / 시간
AM

수령 : 2019 년 7 월 30 일, 8:00

위치 :

Oslo Airport, Minne
Industriområde 45, 2092,
Minnesund, 2092, 노르웨이

전화 번호 :

+47 69 37 9999 (고객 서비스)

운영 시간 :

월 - 일 : 08:00 ~ 17:45

휴가 일시 :

2019 년 8 월 7 일, 5:30 PM

위치 :

Oslo Airport, Minne
Industriområde 45, 2092,
Minnesund, 2092, 노르웨이

전화 번호 :

+47 69 37 9999 (고객 서비스)

운영 시간

월 - 일 : 08:00 ~ 17:45

https://motorhomechoice.motorhomerepublic.com/profile/booking/IM27037824/print

미니 캠프
좌석이 2 개인 차량 2 대
성인 2 인

성인 2 인

조작
기본 요금에는 Keflavik 공항에서 공항 왕복
교통편, 모든 승객을위한 침대 시트, 준비 및
기본 청소, 주방 용품, 온보드 컴퓨터, 개인 오
리엔테이션 및 24 시간 길가 서비스가 포함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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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공 업체 세부 정보
차량 렌탈 회사 :

Touring Cars - 노르웨이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
+47 69 37 9999 (tel:+47 69 37 9999)
(고객 서비스)
oslo@touringcars.eu (mailto:oslo@touringcars.eu)
(tel:+47 69 37 9999) (mailto:oslo@touringcars.eu)
픽업 장소 :
Oslo Airport
Minne Industriområde 45, 2092, Minnesund, 2092, Norway
지시 가져 오기 :

영업 시간
오슬로의 렌트 디포는 24 시간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픽업 또는 드롭 오프는 08:00 - 18:00 사이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픽업 또는 드롭 오프가 18:00 - 08:00 사이에있을 경우 추가 149 유로를 부
과합니다.
공항 마중
여행 여행용 자동차는 /에서 무료 송영을 제공합니다 오슬로 공항. 공항 픽업을 요청하
고 예약 확인 과정에서 항공편 세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또는 항공편 예약이 끝나면
최종 예약 확인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픽업을 위해 공항 픽업을 요청하면 공항
도착 홀에서 픽업하여 차량 픽업 및 처리를 위해 투어링 카 렌털 스테이션으로 이동합
니다. 우리는 오슬로의 공항에서 귀하의 캠핑카를 만날 수 없습니다.
차량 반납
렌트 차량은 렌트 역으로 반납해야합니다. 공항 픽업을 예약 한 경우, 렌터카가 개설
된 후 공항으로 연결됩니다. 공항 픽업은 도착 시간 30-60 분 후에 확인되며 출발 시간
최소 3 시간 전에 탈락 시간이 확인됩니다.
공항 지역 호텔 전송
투어링 카 (Traveling Cars)는 오슬로 공항 (Oslo Airport) 지역 호텔에서 호텔까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공항 호텔 이전 요청을하고 예약 확인 과정에서 숙소 세부 정보
를 제공해주십시오. (또는 숙박 예약이 끝나면 최종 예약 확인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
오.) 픽업을 위해 공항 호텔 전송을 주문하시면 우리 직원이 픽업 절차를 수행하는 렌
트 스테이션으로갑니다. 마찬가지로, 호텔을 환승하기 위해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 먼
저 렌터카로 차량을 가져와야합니다. 렌트카가 해제되면 공항 구역 호텔로 돌아옵니
다.
오슬로 시티 트랜스퍼
투어링 카 (Touring Cars)는 오슬로 시티 다운타운 (Oslo City Downtown) 지역에서 /까
지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이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며 대신 169 €의 추가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오슬로 (Oslo City) 지역에서 픽업 / 드롭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예약 페이지의 옵션 엑스트라리스트에서 오슬로 시티 트랜스퍼를 선택하십시오. 정확
한 픽업 호텔을 논의하고 최종 예약 확인을받은 후 픽업 / 드롭 시간에 투어링 카
(Touring Cars)에 연락하십시오.

https://motorhomechoice.motorhomerepublic.com/profile/booking/IM2703782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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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시간
오슬로의 렌트 디포는 24 시간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픽업 또는 드롭 오프는 08:00 - 18:00 사이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픽업 또는 드롭 오프가 18:00 - 08:00 사이에있을 경우 추가 149 유로를 부과합니다.
공항 마중
여행 여행용 자동차는 /에서 무료 송영을 제공합니다 오슬로 공항. 공항 픽업을 요청하고 예약 확인 과정에서 항공편 세
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또는 항공편 예약이 끝나면 최종 예약 확인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픽업을 위해 공항 픽업
을 요청하면 공항 도착 홀에서 픽업하여 차량 픽업 및 처리를 위해 투어링 카 렌털 스테이션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오
슬로의 공항에서 귀하의 캠핑카를 만날 수 없습니다.
차량 반납
렌트 차량은 렌트 역으로 반납해야합니다. 공항 픽업을 예약 한 경우, 렌터카가 개설 된 후 공항으로 연결됩니다. 공항 픽
업은 도착 시간 30-60 분 후에 확인되며 출발 시간 최소 3 시간 전에 탈락 시간이 확인됩니다.
공항 지역 호텔 전송
투어링 카 (Traveling Cars)는 오슬로 공항 (Oslo Airport) 지역 호텔에서 호텔까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공항 호텔
이전 요청을하고 예약 확인 과정에서 숙소 세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또는 숙박 예약이 끝나면 최종 예약 확인을 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픽업을 위해 공항 호텔 전송을 주문하시면 우리 직원이 픽업 절차를 수행하는 렌트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호텔을 환승하기 위해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 먼저 렌터카로 차량을 가져와야합니다. 렌트카가 해제
되면 공항 구역 호텔로 돌아옵니다.
오슬로 시티 트랜스퍼
투어링 카 (Touring Cars)는 오슬로 시티 다운타운 (Oslo City Downtown) 지역에서 /까지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이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며 대신 169 €의 추가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오슬로 (Oslo City) 지역에서 픽업 / 드롭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예약 페이지의 옵션 엑스트라리스트에서 오슬로 시티 트랜스퍼를 선택하십시오. 정확한 픽업 호텔을
논의하고 최종 예약 확인을받은 후 픽업 / 드롭 시간에 투어링 카 (Touring Cars)에 연락하십시오.
출발 장소 :
Oslo Airport
Minne Industriområde 45, 2092, Minnesund, 2092, 노르웨이

가격 요약
조언 : 통화를 원화로보고 있습니다. 환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일 요금
캠핑 세트 정보
필수 패키지 정보

111685.45 x 9 일

1005169.05

1 x KRW 5215.96 x 9 일

KRW 46943.64

1 x 143438.91

143438.91 원

Base Charge Info

KRW 325997.52

총 가격

1521549.12 원

적립금 적립

- KRW 193043.97

참고 : 지불 한 입금액은 신용 카드 명세서에 MOTORHOMEREPUBLIC.COM 으로 표시 됩니다.
확인시 지불 할 금액은 오늘 환율로 미화로 처리됩니다. 대략 NOK 11668.41. 신용 카드 회사에서 사용하는 환율은 다
를 수 있습니다.
수령 50 일 전에 잔액 지불

https://motorhomechoice.motorhomerepublic.com/profile/booking/IM27037824/print

1328505.1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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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시 추가 요금 지불 :
커피 머신 정보

1 x KRW 23471.82

도착시 추가 요금 지불 :

23471.82 원
23471.82 원

선택한 정책
보호 플러스 초과 환불 커버 인증서 : IM27037824

9 일 x NOK 213.00

확인시 지불해야 할 총 보험료

NOK 1917.00
NOK 1917.00

 채권 세부 정보
대여 카운터에는 kr 26200.00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채권 금액이 귀하의 신용 카드에 동결 (또는 유보)
되었으나 공제되지 않았 음을 의미하는 사전 승인입니다.

고객 정보
주소 :

고향 - 188-18 번,

도시 :

김포시

상태:
우편 번호 :

415-860

국가 :

한국

운전 면허증 :

한국

전화 번호 :

+821023232074

변하기 쉬운:
이메일 :

anakii@anakii.net

승객 수 :

2명

승객 연령 :

49,54

도착 및 숙박 정보
항공사 및 항공편 번호 :

AF1274

도착 시간 :

2019 년 7 월 29 일, 11:00 PM, 11:00 PM

숙소 이름 :
숙박 시설 주소 :
픽업 필요 :

아니오

데리러 갈 시간:
https://motorhomechoice.motorhomerepublic.com/profile/booking/IM2703782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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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수집 :
디포의 한 가지 방법 :

지불 조건
예약 : 예약 확인시 비용의 예약 내역으로 항목별로 표시된 초기 환불 가능하지 않는 예약 보증금이 필요합니
다. 초기 보증금으로 허용되는 신용 카드 결제는 비자 및 마스터 카드 만 가능합니다. 지불 잔액의 나머지 부
분은 차량 픽업 58 일 전에 확보됩니다. 이를 위해 사용 가능한 신용 카드는 비자 및 마스터 카드입니다.

이것은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 용어를 제외하는 간단한 인쇄 확인입니다. 렌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조건은 온라인 확인
서를보십시오.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예약을 보거나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있습니다.
https://motorhomechoice.motorhomerepublic.com/profile/booking/IM27037824
렌트 중 또는 후에 질문이있는 경우 투어링 카 - 노르웨이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47 69 37 9999
Motorhome Choice에서 800 720 9496으로 문의하십시오.

https://motorhomechoice.motorhomerepublic.com/profile/booking/IM2703782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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