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탈 계약서

 렌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여자[고객명:              (이하 “고객”)]와 소유자 
(주)인터존코리아(이하 “공급자”)과의 사이에 다음 사항을 약정합니다.
 
 1. 계약내용 
    - 제품한정 : 스포렌탈 카탈로그 및 스포렌탈 전용 홈페이지 제품
    - 계약기간 : 2018년    월     일 ~  대여비 납입기간까지
    - 보 증 금 : 일금[일십오만]원정 ￦150,000원(계약종료시 환불)
    - 월대여비 : 일금[칠만구천]원정 ￦79,000원(VAT 포함)
    - 일 시 불 : 일금[ - ]원정(VAT 포함)/[    개월분]
    - 납 부 일 : 매월        /       
    - 월대여(제품) 수량 : 4개
    - 택배비용 : 택배비용은 “공급자”( ◎ ), “고객”(   )이 부담합니다.
       ※ 단: 3박스 이상 추가시 왕복택배비는 “고객”께서 부담합니다.
       ※ 1박스 추가시 왕복택배비는 6,000원 추가입니다.
    - 입금계좌(입금시 기관명) : 국민은행  845701-04-129815(주)인터존코리아

2. 제품상태
 1) “공급자”는 “고객”이 대여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제
공하고,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은 즉시 반환 받으며, 동 사양의 제품으로 대치하여 빠른 시
일내에 배송합니다.
 2) “공급자”가 발송한 제품에 이상이 있을시 “고객”은 대여된 제품이 도착일 포함 3일
이내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받는며, 재발송된 제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한 기
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은 대여된 제품에 대한 품목, 수량,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3일(도착일포함)이내에 “공급자”에게 고지하고 교환 받을 수 있으며, 재발송된 제품에 대
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일이 지난 후 이상유무에 대한 연락이 없을시 “공급자”는 보내드린 제품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고객”의 책임 및 의무
 1) “고객”은 대여 받은 제품을 계속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납일 1주
일 이전에 “공급자”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급자”와의 합의 없이 반납을 지
연시킬 경우 “고객”은 연체료(월 정액료 30일/일수×1.2)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납 1주안에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공급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택배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반납일자가 



되면 “공급자”가 보내드린 상태 그대로(박스, 비닐, 뽁뽁이, 사용설명서 등) 다시 박스
에 포장하여 발송하여 주셔야 합니다(박스 분실시 규격에 따라 비용이 청구됩니다).
 3) 대여된 제품 사용시 “고객”의 사용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
객”에게 있습니다.
 4) “고객”은 제품 사용중 훼손 또는 분실된 제품이 발생되면 반납 전에 전화 또는 메
일을 통하여 “공급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5) “고객”은 “공급자”에게 대여된 제품을 타인에게 양도 및 재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시 “고객”은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며, 잔여기간에 대한 대금도 환불받지 못합니다.
 6) “고객”은 대여기간 이전에 제품을 미리반납 하더라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7) “고객”은 계약당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공급자”에게 알려주
셔야 합니다.

4. 제품의 파손
  1) “고객”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파손, 분실시 “고객”의 원상복구를 원칙으
로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객”이 현금(소비자 가격의 100% ~ 60%) 또
는 같은 제품으로 보상합니다.(소비자가격 기준은 http://www.kidgym.co.kr/)

구분 새제품 1개월~2개월 사용 3개월~4개월사용 5개월 이상사용 
제품 

전체분실 소비자가격 100% 소비자가격 90% 소비자가격 80% 소비자가격 70%
파손 및 

부분 분실 소비자가격 90% 소비자가격 80% 소비자가격 70% 소비자가격 60%

  2) “고객” 사유로 인한 제품 파손시 A/S 비용부담은 “고객”이 지불하고, 파손 및 분
실로 인하여 사용못한 기간은 “고객”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고객”의 사유로 인하여 제품의 파손, 훼손,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의 규정
에 의해 변상된 제품의 소유권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 기타 약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그 외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018  년   월   일
“고객”

기관명: 
대표자:                (인)

“공급자”
   기관명: (주)인터존코리아
   대표자: 이한찬      (인)

공 급 처 전    화: 02-2235-2071   /  팩   스: 02-2236-2072

(주)인터존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sporental.co.kr  / Email: seung@kidgym.co.kr
본    사: (우) 07522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47길 40 서일빌딩 203호
물류센터: (우) 10312 경기도 고양시 성현로 9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