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특약(해외판) 

 

‘타임즈 모빌리티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당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렌터카 

예약을 하고 렌터카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인터넷 

신용 카드 결제 특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분은 본 

특약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없이는 본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 조(대여 약관의 특약) 

본 특약은 타임즈 모빌리티 주식회사(이하 ‘당사’)가 정한 타임즈 카 렌탈 대여 

약관(이하 ‘대여 약관’)의 특약으로써 대여 약관에 따른 당사의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의 임차인 중 당사가 운영하는 타임즈 카 렌탈 홈페이지(이하 ‘본 사이트)에서 

렌터카를 예약하고 렌터카 대여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2 조(인터넷 신용 카드 결제의 이용) 

1. 임차인의 렌터카 대여 요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이하 ‘인터넷 신용 

카드결제)는 당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렌터카 예약을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 카드는 본 사이트에서 렌터카 예약을 

한 자(이하 ‘예약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한정합니다. 

 

제 3 조(이용 가능한 신용 카드) 

1.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VISA 카드 

・JCB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다이너스 카드 

・마스터 카드 

2. 예약자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서 이용하는 신용카드가 어떤 이유로 인해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용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예약자는 해당 신용카드를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예약자는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 4 조(신용카드 정보의 입력) 

예약자는 인터넷 신용 카드 결제에 사용하는 신용 카드의 회원 번호(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을 올바르게 입력해야 하며, 입력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는 

렌터카의 예약을 거절할 수 있고, 예약 완료 후에 입력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당사에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신용카드의 부정 이용, 부정 입력의 금지) 

예약자는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 신용카드 

정보의 부정 입력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 이용, 부정 입력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사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예약 취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신용 카드의 부정 입력, 부정 이용으로 인해 당사 또는 제삼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예약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6 조(신용카드의 거래 형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회사를 통한 예약자와 당사 간의 거래이며, 신용카드 

회사로부터의 청구 명세서 등에는 이용점으로서 당사명이 기재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거래일은 예약이 성립한 날로 합니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 전이더라도 예약금으로서 

대여 요금의 인출이 이루어집니다. 

 

제 7 조(예약 취소 수수료)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함에 있어서 예약자의 사정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약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을 1 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터카 대여 계약의 체결 수속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약한 임차 개시일 7 일 전까지・・・・・・・무료 

・예약한 임차 개시일 6 일 전~3 일 전까지・・・대여 요금 중 기본요금의 20% 

・예약한 임차 개시일 2 일 전~전날까지・・・・대여 요금 중 기본요금의 30% 

・예약한 임차 개시일 당일 이후・・・・・・・・대여 요금 중 기본요금의 50% 

또한 예약 취소 수수료는 6,600 엔(세금 별도 6,000 엔)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예약 

시각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의 취소에 대해서는 예약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8 조(예약의 변경) 

1.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완료 후에 예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2. 예약을 변경한 경우 제 6 조 소정의 신용카드 거래일은 대여 요금이 변경될 때는 

예약을 변경한 날로 변경되고, 대여 요금의 변경이 없을 때는 거래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 7 조의 예약 취소 수수료는 변경 후의 예약한 임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3. 예약의 변경은 1 예약당 3 회까지 제한합니다. 

 

제 9 조(마감일)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의 마감일은 이용하는 신용카드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예약한 날 

이후에 처음으로 도래하는 신용카드 회사 소정의 마감일 이후에 예약 취소가 있었을 

경우, 예약금으로서 인출한 대여 요금은 환불됩니다. 단, 환불일로부터 신용카드 회사 

소정의 마감일까지 새로운 예약과 관련된 예약금의 인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예약금과 새로운 예약에 관련된 예약금을 상당액에서 상쇄합니다. 

 

제 10 조(기타) 

본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여 약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1 조(본 특약 등의 변경) 

1. 당사는 예약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항에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특약의 변경은 변경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또는 해당 변경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예약자에게 고지하여 실시합니다. 

3. 전항에 따른 본 특약 변경의 효력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효력 발효일 또는 

전항의 적절한 고지 방법으로 명시한 효력 발효일부터 발생합니다. 

 

2011 년 6 월 제정 

2016 년 8 월 개정 

2017 년 3 월 개정 

2017 년 9 월 개정 

2019 년 11 월 개정 

2020 년 4 월 개정 

2021 년 4 월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