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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 D R I V E , YO U J O U R N E Y

오랜 세월 마을 길목을 변함없이 지켜낸 커다란 느티나무처럼
2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고객님과 함께 해온 핸들포유.
그 시간의 무게만큼 우리 業에 대한 책임의 무게도 함께 느낍니다.
우리의 어깨가 무거울수록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정이 된다고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님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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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S P O N S I B I LIT Y

책임

PIONEERING IN EVERY MILE
업계 1위 기업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겉만 보면 단지 운전을 대신하는 일. 자세히 보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만 하는 일.
고객님의 여정,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핸들포유가 개척하고자 하는 책임감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사님과의 연결이 아닌 책임감을 갖고 이 業을 개척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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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IN EVERY MILE

신뢰

R E L I A B I L I T Y

책임의 주체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배차부터 마지막 주차가 되는 그 순간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님을 대합니다.
지난 21년간 사고 발생 시 책임지지 않은 사고는 0%이며,
고객님 그리고 기사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8

09

CO M M ITM E NT

약속

SERVING IN EVERY MILE
단순히 운전대가 아니라 여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을지언정 사고처리에 대한 클레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핸들포유만이 고객님의 여정에 동행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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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OUR OWN HISTORY

시간

T I M E L E S S

가장 오래된 경력, 가장 많은 고객사
지난 21년간 5,500개가 넘는 고객사와 함께 한 핸들포유.
우리가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운전대행업이 걸어온 길입니다.
앞으로도 고객사와의 단단한 믿음을 기반으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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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N F I D E N C E

믿음

ONE & ONLY
고객님을 생각하는 단 하나의 기업
세상에는 수많은 운전대행업체가 즐비하지만,
고객님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앞서 생각하는 기업은 오직 하나.
핸들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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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업계 최정상을 달리는 기업들과 함께 합니다

CJ그룹 씨제이대한통운, 씨제이라이브시티,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씨제이이엔엠, 씨제이제일제당, 씨제이텔레닉스, 씨제이파워캐스트,

(*2022년 3월 기준 총 5,500개 이상의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씨제이포디플렉스, 씨제이프레시웨이, 씨제이헬스케어, CJ CGV
LG/GS그룹 삼양인터내셔날, 서브원, 에릭슨엘지, 엘지미소금융재단, 엘지엠엠에이, 예스코, GS스포츠, GS홈쇼핑, LF, LF푸드, LG상사, LG유니참,

농협그룹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목우촌, 농협물류, 농협사료, 농협손해보험, 농협은행, 농협정보시스템, 농협중앙회, 농협파트너스,
농협하나로유통, 농협홍삼, 도농협동연수원, 엔에이치선물, 엔에이치엔티켓링크, 엔에이치투자증권
두산그룹 네오플럭스, 두산경영연구원, 두산로보틱스, 두산메카텍,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두산밥캣코리아, 두산베어스, 두산산업차량,
두산신용협동조합,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두산지주, 두산캐피탈, 두산큐벡스, 두타몰
롯데그룹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렌탈, 롯데리조트,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롯데물산, 롯데비피화학, 롯데상사, 롯데손해보험, 롯데쇼핑, 롯데아사히주류,
롯데알미늄, 롯데자이언츠,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롯데지알에스, 롯데지주, 롯데칠성음료,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컬처웍스,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삼성그룹 삼성경제연구소, 삼성메디슨, 삼성물산, 삼성물산(주)패션부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의료원,
삼성자산운용,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삼성화재해상보험, 에스원, 호텔신라
포스코그룹 포스코, 포스코강판, 포스코건설, 포스코경영연구원,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알텍,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이앤씨,
포스코오앤엠,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터미널, 포스코휴먼스
현대그룹 하이투자증권, 현대건설기계,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글로비스, 현대렌탈케어, 현대리바트,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앤씨,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터보기계,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현대푸드

LG화학, LIG시스템
SK그룹 SK가스, SK네트웍스, SK루브리컨츠, SK머티리얼즈, SK바이오텍, SK바이오팜,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 SK인천석유화학, SK종합화학, SK케미칼, SK플라즈마, SK해운, SKC
특수/특별/학교 법인 고려대학교, 금융결제원, 경기도시공사, 대한토지신탁,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신용보증기금, 연세대학교, 예금보험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평택도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외국계 그룹 로버트보쉬코리아, 비엔피파리바은행, 스위스리아시아피티이엘티디, 올림푸스한국, 유엔통신기술아시아, 이티에스코리아,
자일링스디벨럽먼트코리아, 지멘스헬스케어, 퍼시픽라이프리리미티드, 한국넬슨제약, 한국닛산, 한국다이이찌산쿄, 한국오라클, 한국이엠씨컴퓨터,
한국후지필름, 레드햇리미티드
증권사 그룹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디에스투자증권, 맥쿼리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비엔케이투자증권, 비엔피파리바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흥국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기타 그룹 국민은행, 국민카드, 남양유업, 넥센타이어, 농심, 농심기획, 대한송유관공사, 대한제당, 대한축구협회, 대홍기획, 더벨, 도레이첨단소재,
도화엔지니어링, 동부건설, 동부고속, 동부엔지니어링, 만도, 머니투데이, 메리츠화재, 무궁화신탁, 삼일회계법인, 삼정케이피엠지, 삼천리자전거,
세아특수강, 신세계, 신신제약,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아트라스비엑스, 안랩, 에머슨, 에스에스지닷컴, 엔씨소프트, 엠즈베버리지, 오비맥주,
우미건설, 위니아대우, 유한킴벌리, 이디야, 이마트, 인터파크, 조아제약, 케이디비생명보험, 케이티앤지,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인더스트리,

현대자동차그룹 기아자동차,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자동차

태광산업, 티브로드, 티캐스트,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하나투어,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타이어, 한국토지신탁, 한미약품, 한양, 한화손해보험, 한화토탈,
환인제약, 흥국화재, 현대백화점, FNC코오롱, KTB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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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TOP
CUSTOMER SERVICE

HIGH SECURITY
ERP

사고책임 미처리 0%

안전운행, 사고처리, 시각약속

핸들포유는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고책임 미처리 0%는

이 모든 불안요소가 원스톱으로 사라집니다

독자적인 ERP 시스템을 개발 운영합니다

핸들포유가 21년간 지켜온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삼성화재 등 최고의 보상 보험이 가능한 이유,

고객의 편리성을 위하여 스마트 APP을 제공합니다.

사고의 책임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서비스 퀄리티로 직결되기에 핸들포유는 그 어떤 사고라도 책임을 집니다.

이는 다년간의 저조한 사고율을 증명합니다.

바로 콜접수는 물론 요금 자동 계산, 기사 관리 및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강한 책임의식으로 대한민국의 성숙한 운전대행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대인 무한, 대물 2억 원, 자차 2억 원, 자손 5천만 원 및

개인 정보 노출 없는 안심번호를 적용하여 기사와 마음 편히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책임 보험료 할증액을 현금 보상해 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보상 보험

법규 위반 및 병원비
보상 서비스

2

3

대리운전자 보험

사고 보상

법규 위반

국내 유명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

대인 1 - 고객 보험 접수

모든 서비스에 대해 법규 위반 시 전액 보상

대인 2 -무한

ONE TOUCH
ONE CALL
사고 차량
입·출고 서비스

대물 - 핸들포유 R 2억 원 / 핸들포유 S 1억 원
자차 - 핸들포유 R 2억 원 / 핸들포유 S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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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원비 보상

사고시 렌터카 서비스 제공

사고 입·출고 서비스
핸들포유 R 에서만 제공

운행중 사고로 입원 시

핸들포유 R

아이폰 App Store 에서

핸들포유 R 주당 30만 원(최고 500만 원) 보상

국산차 사고 - 동급 최장 10일

핸들포유 검색 후 고객용 설치

핸들포유 S 주당 20만 원(최고 300만 원) 보상

수입차 사고 - 동급배기량 국산차 최장 10일

안드로이드 Play Store,
사고 시 동급차량
렌터카 서비스

1

핸들포유 S
3,000CC 미만 국산차 최장 7일 제공
(국산차, 수입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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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4U R

HANDLE4U S

R

20

S

HANDLE4U ROYAL SERVICE

HANDLE4U STANDARD SERVICE

법인 및 개인 기업 임원들을 위한 고급형 서비스

사업자 직원 및 모든 소비자를 위한 실속형 서비스

21

R

HANDLE4U R
FAIR GUIDE

R 서비스 요금체계

R 서비스 특별 요금체계

(VAT 별도)

일일기사 서비스 요금 (06:00 - 13:00)

(VAT 별도)

1박 2일 이상 요금

회화 서비스 운행 요금
文

A

₩

기본 요금 110,000원 (기본 6시간)

운행거리 할증 및 편도 할증 요금표

기본 요금
32,000원

* 일일기사 서비스 기본요금 구간(기본6시간)에
프라임 할증 시간이 포함될 시 프라임 할증 요금을
적용하여 10분당 4,000원의 요금을 적용

거리별 할증 요금표
50km - 100km

추가 10분당 2,500원

₩

프라임 타임(19시-23시) 10분당 4,000원 적용

운행거리 할증 + 편도 할증

* 일일기사 최소 운행시간 6시간, 6시간 미만 운행 시
구간 요금 적용
* 취소 수수료: 운행 2시간 이전 20,000원
기사 출발 이후 20,000원 + 실교통비

운행거리 할증
10,000원

편도 할증
30,000원

100km - 200km

20,000원

40,000원

200km - 300km

30,000원

50,000원

300km - 400km

40,000원

60,000원

400km - 500km

50,000원

70,000원

500km - 600km

60,000원

-

600km - 700km

70,000원

-

700km - 800km

80,000원

-

* 운행거리 할증: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총 운행거리 기준
* 편도 할증: 지방 출발 또는 종료 시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출발지 또는 도착지까지 더 먼 곳 거리 기준

추가 10분당
2,000원

₩

운행거리 할증
+ 편도 할증

(기본 1시간)

기본 요금
100,000원

추가 시간당
20,000원

편도 할증

(기본 5시간)

* 기사 숙박 미 제공 시 1박당 숙박비 실비용 별도 청구

* 회화 테스트를 통해 회화가 가능한 기사로 배차

* 프라임 타임 요금 적용 없음

* 운행거리 할증 없음

* 운행거리 할증 및 편도 할증 요금은 서비스 요금제의 할증 요금표와 동일하게 적용

* 편도 할증 요금은 서비스 요금제의 할증 요금표와 동일하게 적용

* 취소 수수료: 운행 2시간 이전 20,000원 / 기사 출발 이후 20,000원 + 실교통비

영정 차량 운행 요금

₩

기본 요금
100,000원

추가 시간당
20,000원

편도 할증

(기본 5시간)
* 영정 선두 차량 운행 시 적용, 후미 차량은 서비스 요금제 적용
* 복장, 장례 예절 교육 및 점검 후 기사 배차
* 운행거리 할증 없음
* 편도 할증 요금은 서비스 요금제의 할증 요금표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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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별도)

거리별 구간 요금표
20,000원

공시(기본) 요금
출발지/도착지 별 핸들포유 공시 요금표 적용
(서울권 20,000-35,000원, 분당/일산권 30,000-35,000원)

* 요금은 거리, 교통량, 도로 여건, 기사 복귀 비용 등이 반영되어 책정되었습니다.

경유 지역과 경유 횟수에 따라 할증 요금 추가 적용

관악구, 마포구, 종로구

서초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내곡)

관악구(신림/봉천/대림)

강남구, 관악구(난곡)

송파구(방이/거여/가락)

강남구(개포/일원/수서)

강서구(화곡/가양/등촌)

중랑구, 광진구, 서대문구

영등포구(구로/신도림), 성북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 성동구(용답)

광진구, 송파구(잠실/신천), 은평구

강서구(화곡/가양/등촌), 강동구

강서구, 송파구, 강동구

송파구, 강동구, 도봉구

도봉구(방학/우이/창동), 은평구

금천구, 도봉구, 노원구, 광명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수지, 산본, 안양, 군포, 죽전, 하남, 구리

일산, 능곡, 화정, 행신, 원당

일산, 능곡, 화정, 행신, 원당

성남(상대원/은행), 수지(신봉/상현), 의왕

분당, 평촌

분당, 평촌, 부천

일산, 원당, 화정, 행신, 구성, 부평

수지, 산본, 안양, 부평, 하남

수지, 산본, 성남(상대원/은행), 하남

계산, 부천, 의왕(부곡)

성남(상대원/은행), 의왕, 부천, 계산

의왕, 구리, 김포시청, 계산, 부평

일산(중산/탄현/식사/풍동)

일산(중산/탄현/식사/풍동)

수원, 인천(연수/동인천/구월)

인천(연수/동인천/구월)

인천(연수/동인천/구월), 수원

김포(시청), 일산(중산/탄현/식사/풍동)

김포(검단/장기), 구성

김포(검단/장기), 구성

50,000원

의정부, 김포(검단/장기), 송도신도시

수원, 의정부, 송도신도시

의정부, 송도신도시

55,000원

안산, 경기시흥

안산, 경기시흥

안산

30,000원

* 무경유 기준 요금이며, 중간 경유 또는 기사 대기 시 할증됩니다.
* 대기 요금은 10분당 2,500원 추가되며,

노원구(상계/당고개/태릉), 강북구

프라임 타임(19시-23시)에는 10분당 4,000원이 적용됩니다.

양청구, 분당, 판교, 성남, 평촌, 광명
35,000원

(서비스 요청 시 상담사가 경유 할증 요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40,000원
대기 할증

₩

여의도 출발 시

강남구(신사/압구정/청담), 영등포구(여의도)

* 요금 지역은 대표 지역명이며 일부 동 단위의 상세 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유 할증

시청역 출발 시

강남구, 송파구(잠실/석촌/신천)

25,000원

구간 서비스 요금 (13:00 - 06:00)

강남역 출발 시

10분당 2,500원 / 프라임 타임(19시-23시) 10분당 4,000원
(대기 시간 10분 이내는 청구되지 않으며,
10분 초과 시에는 전체 대기 시간에 대하여 청구됩니다)

45,000원

배차 지연 시 요금 인상 절차
빠른배차요금: 고객 동의 없이 추가요금적용/ 상한없음
추가요금 적용범위 - 구간대리 및 일일기사 기본요금

(VAT 별도)

24

25

S

HANDLE4U S
FAIR GUIDE

S 서비스 요금체계

S 서비스 특별 요금체계

(VAT 별도)

일일기사 서비스 요금 (06:00 - 13:00)

(VAT 별도)

1박 2일 이상 요금

회화 서비스 운행 요금
文

A

₩

기본 요금 110,000원 (기본 6시간)

운행거리 할증 및 편도 할증 요금표

기본 요금
32,000원

* 일일기사 서비스 기본요금 구간(기본6시간)에
프라임 할증 시간이 포함될 시 프라임 할증 요금을
적용하여 10분당 4,000원의 요금을 적용

거리별 할증 요금표
50km - 100km

추가 10분당 2,500원

₩

프라임 타임(19시-23시) 10분당 4,000원 적용

운행거리 할증 + 편도 할증

* 일일기사 최소 운행시간 6시간, 6시간 미만 운행 시
구간 요금 적용
* 취소 수수료: 운행 2시간 이전 20,000원
기사 출발 이후 20,000원 + 실교통비

운행거리 할증
10,000원

편도 할증
30,000원

100km - 200km

20,000원

40,000원

200km - 300km

30,000원

50,000원

300km - 400km

40,000원

60,000원

400km - 500km

50,000원

70,000원

500km - 600km

60,000원

-

600km - 700km

70,000원

-

700km - 800km

80,000원

-

* 운행거리 할증: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총 운행거리 기준
* 편도 할증: 지방 출발 또는 종료 시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출발지 또는 도착지까지 더 먼 곳 거리 기준

추가 10분당
2,000원

₩

운행거리 할증
+ 편도 할증

(기본 1시간)

기본 요금
100,000원

추가 시간당
20,000원

편도 할증

(기본 5시간)

* 기사 숙박 미 제공 시 1박당 숙박비 실비용 별도 청구

* 회화 테스트를 통해 회화가 가능한 기사로 배차

* 프라임 타임 요금 적용 없음

* 운행거리 할증 없음

* 운행거리 할증 및 편도 할증 요금은 서비스 요금제의 할증 요금표와 동일하게 적용

* 편도 할증 요금은 서비스 요금제의 할증 요금표와 동일하게 적용

* 취소 수수료: 운행 2시간 이전 20,000원 / 기사 출발 이후 20,000원 + 실교통비

영정 차량 운행 요금

₩

기본 요금
100,000원

추가 시간당
20,000원

편도 할증

(기본 5시간)
* 영정 선두 차량 운행 시 적용, 후미 차량은 서비스 요금제 적용
* 복장, 장례 예절 교육 및 점검 후 기사 배차
* 운행거리 할증 없음
* 편도 할증 요금은 서비스 요금제의 할증 요금표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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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별도)

출발지/도착지 별 핸들포유 공시 요금표 적용
(기본료 12,000원 부터)

강남역 출발 시

12,000원

강남구(역삼/신사/압구정/청담/삼성/대치/논현)

서대문구(남가좌/연희/홍은/홍제 제외)

서초구(잠원/반포/서초/양재/방배)

종로구, 중구, 동대문

서대문구(남가좌/연희/홍은/홍제 제외)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

강남(신사/압구정/청담/역삼/도곡/대치)

종로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중구, 서초(양재/반포/방배/잠원)

동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강남구(신사/압구정/청담/역삼/도곡/대치)

성북구, 종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양재/반포/방배/잠원)

서대문구(남가좌/연희/홍은/홍제 제외)

강남구(개포/수서/일원)

서초구(내곡/우면 제외)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동대문구

15,000원

구간 서비스 요금 (13:00 - 06:00)

공시(기본) 요금

거리별 구간 요금표

여의도 출발 시
영등포구(여의도)

* 요금은 거리, 교통량, 도로 여건, 기사 복귀 비용 등이 반영되어 책정되었습니다.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무경유 기준 요금이며, 중간 경유 또는 기사 대기 시 할증됩니다.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 대기 요금은 10분당 2,500원 추가되며,
프라임 타임(19시-23시)에는 10분당 4,000원이 적용됩니다.

20,000원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강동구, 송파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강서구, 양천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

중랑구, 강동구, 송파구

구리, 광명(일부 제외), 안양, 분당

일산구(화정/행신/능곡/원당), 구리, 성남

일산구, 덕양구, 안양, 구리, 성남

성남, 수지

분당, 광명(일부 제외)

분당, 인천

일산구, 덕양구, 덕소, 죽전

의정부(장암역/망월사역), 산본, 군포

수지, 죽전, 구성

수지상현, 수지성복, 인천

의왕, 수지, 죽전, 부평, 인천, 덕소

인천(서구/연수구/중구/영종도 제외)

일산(중산/탄현/식사/풍동)

일산(중산/탄현/식사/풍동)

의정부, 경기광주(오포/신현리)

의정부, 신갈, 경기광주(오포/신현리)

의정부, 덕소, 김포장기, 신갈

배차 지연 시 요금 인상 절차

안산, 일산(중산/탄현/식사/풍동)

김포장기, 안산, 수원(권선구 제외)

수원(권선구 제외)

빠른배차요금: 고객 동의 없이 추가요금적용/ 상한없음

수원(권선구 제외)
시흥시, 경기광주

시흥시, 경기광주

* 요금 지역은 대표 지역명이며 일부 동 단위의 상세 요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유 할증
경유 지역과 경유 횟수에 따라 할증 요금 추가 적용
(서비스 요청 시 확인 가능, 업계 표준 요금 적용)

대기 할증

₩

시청역 출발 시

25,000원

30,000원

10분당 2,500원 / 프라임 타임(19시-23시) 10분당 4,000원
(대기 시간 10분 이내는 청구되지 않으며,
10분 초과 시에는 전체 대기 시간에 대하여 청구됩니다)

35,000원

추가요금 적용범위 - 구간대리 및 일일기사 기본요금

40,000원

시흥시, 김포장기, 경기광주

(VAT 별도)

28

29

PRICING & COMPARE TABLE

상품명
대표 전화번호

HANDLE4U R

HANDLE4U S

상품 비교표

HANDLE4U R

HANDLE4U S

법인고객(후불이용)

법인고객(후불이용)

국번없이 1588-5565

국번없이 1688-7757

구간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부터

기본요금 12,000원 부터

경유요금

업계표준 적용

업계표준 적용

10분당 2,500원

10분당 2,500원

프라임타임(19시-23시) 10분당 4,000원

프라임타임(19시-23시) 10분당 4,000원

일일기사 06:00 - 13:00

기본 6시간 110,000원 + 10분당 2,500원 + 거리할증 + 편도할증

기본 6시간 110,000원 + 10분당 2,500원 + 거리할증 + 편도할증

사용 프로그램

핸들포유 전용 ERP사용, 고객 DB 핸들포유 자체 관리

로지 프로그램 사용, 고객 DB 프로그램사와 협력 관리

대인 1

고객차량 보험접수 (3년분 보험료 인상분 보상)
+ 할인 예정액으로 50만 원 별도 지급

고객차량 보험접수
(3년분 보험료 인상분 보상)

대인 2

‘공급자’의 대리운전보험
무한 배상(책임보험 초과분)

‘공급자’의 대리운전보험
무한 배상(책임보험 초과분)

등록이용자
입원비 보상

등록이용자에 한하여 주당 30만 원
(최고 500만 원 까지 보상)

등록이용자에 한하여 주당 20만 원
(최고 300만 원 까지 보상)

대물

2억 원

1억 원

고객차량손해(자차)

2억 원

1억 원

책임보험료 할증액
할인 미적용
보상 방법

가. 운전차량의 책임보험료 할증액(3년간)을 산정한 후
산정된 책임보험료 할증액을 즉시 현금으로 보상
나. 운전차량의 차량보험료 할인 미적용 시
예상 보험료 할인액으로 50만 원 지급

운전차량의 책임보험료 할증액(3년간)을 산정한 후
산정된 책임보험료 할증액을 즉시 현금으로 보상

차량 수리기간
렌터카

가. 국산차 사고: 동급차량 렌트, 최장 10일
나. 수입차 사고: 동급 배기량 기준 국산차종 렌트
(제네시스 G90), 최장 10일

최장 7일, 3,000cc 미만 (국산차량)

사고차량
정비소 입·출고

사고차량 수리 시 정비공장으로 입고 서비스 제공
수리완료 후 고객께 차량을 전달하는 출고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없음

운행차량 법규 위반

보상

보상

구간
대리
운전

사고
보상

대기요금

(운전차량 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 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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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인증서

믿을 수 있는 운전대행 서비스,
전문기관의 인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핸들포유는 업계 1위 기업답게 지난 21년간 각종 기관으로부터 기술과 품질을 인증 받았습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9001 : 2015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 : 2015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31

INSURANCE & COMPENSATION

보험/보상 규정

1
INSURANCE &
COMPENSATION

2
핸들포유는 국내 최고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COMPENSATION
SERVICE

숙련된 기사들은 최저의 사고율을 유지합니다

보험 보상 범위

현행 법규상 대인1 사고 부분에 있어
고객의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합니다

대인1 보상 안내
핸들포유는 전 기사들이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이중이득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대인1 가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리운전 사고는 ‘누구나 운전 가능한 일반 자동차 보험’이라도 사고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이득금지 원칙은 고객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어

대리운전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이중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제정된 규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인1’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회사 중 유일하게 대인(무한), 대물(2억 원), 자차(2억 원), 자손(5천만 원)을 보상합니다
단, 대인배상은 고객의 책임보험 초과 손해 시 적용됩니다.
* 고객 차량 보험에 할증 등 영향이 없습니다.

고객의 책임보험료 할증액 3년분을 현금 보상해 드립니다.
기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대인에 해당되며 무한으로 처리됩니다.
대리운전 보험에서 자손의 범위는 기사만 해당됩니다.

대인 배상 1

대인 배상 1

피해 접수
T. 1588-5565
F. 0505-828-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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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및 보상처리
핸들포유 담당 직원이
사고 조사 및
보험 처리

이중이득금지
원칙

보상
대리보험 보상
또는 현금 보상

고객 차량 보험

사고 발생 피해자

핸들포유 기사
대리운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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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 COMPENSATION

3
FINES COMPENSATION
SERVICE

보험/보상 규정

5
법규 위반 시 사실 여부 확인 후
핸들포유에서 전액 보상해 드립니다

법규 위반 보상 서비스

HOSPITALIZATION
COMPENSATION

만약, 위반 시 발생된 고객의 피해는 기사에게 미루지 않고 100% 핸들포유에서 책임 보상처리 합니다

4

HANDLE4U R

주당 30만 원 보상 (최고 500만 원)

HANDLE4U S

주당 20만 원 보상 (최고 300만 원)

6
사고로 차량 입고 시 핸들포유에서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렌터카 서비스

34

사고 시 입원하실 경우 타사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입원비까지 보상해드립니다

병원비 보상 서비스
핸들포유 기사들은 신호위반, 과속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RENT
SERVICE

핸들포유는 사고 처리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PICK UP & DELIVERY
SERVICE

사고차량 입·출고 시 고객의 불편을 덜어 드립니다
완벽한 사고처리 시스템에 사고차량 입·출고 서비스를 더합니다

사고차량 입·출고 서비스
HANDLE4U R

최장 10일, 국산차량에 한하여 동급 차량, 외제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 국산차량으로 렌터카 제공

HANDLE4U S

최장 7일, 3000cc 이하 국산 차량 렌터카 제공

HANDLE4U R

수리차량 정비공장 입·출고 서비스는 HANDLE4U R 서비스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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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콜센터 운영시간

HANDLE4U R

1588-5565

HANDLE4U S

1688-7757

핸들포유 24시간 제 도입,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설추석 연휴: 오전 09:00부터 익일 06:00까지 운영
(단, 설/추석 당일에는 오전 10:30부터 익일 03:00까지 운영됩니다)

핸들포유 비상연락처

핸들포유 계좌번호

법인 상담 및 계약 관련

법인 계약 이후 실무 관련

최춘식 이사

설재성 과장

(사고 담당)

임태훈 부장

이해지 과장

(정산 담당)

예금주: (주)핸들포유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주)핸들포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9 아이페리온 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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