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 트

3월에 떠나는 제주 여행,
출발 전 체크리스트는?

두 번째는 애월 한담해변이다. 제주도 북서부 끝 애월리 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을에서 곽지리 해수욕장까지 해안을 따라 조성된 애월 한담

전동 킥보드의 이용 요금은 하루 기준 1만5천원으로 헬멧은

해변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유채꽃을 감상할 수 있는 명

무상으로 제공한다. 킥보드 안장은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5

소 중 한 곳이다. 2009년 제주도 숨은 비경 31곳 중 하나로 꼽

천원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롯데렌터카 공식 홈

혔으며, 한담해변 근처에는 지디카페로 유명한 ‘몽상들 애월’

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렌터카와 전동

이 있어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유채꽃과 제주의 푸른 바

킥보드를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통합 예약시스템을 통해

다를 감상할 수 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
lotterentacar.net)를 참조하면 된다. 고객센터 ☎ 1588-1230

제주도를 여행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롯데렌터카는 2014년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렌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펫 카

터카 하우스인 제주오토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제주공항에

반려동물과 함께 렌터카를 이용하고 싶다면 펫 카를 이용해

서 약 8분 거리에 위치한 제주오토하우스는 무인대여기, 최

보자. 펫 카는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렌터

첨단 주차 관제시스템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최첨단 시설과

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펫 카 고객은 렌터카 이용 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고객 감동 서비스의 일환으

반려동물 전용 유모차와 카시트를 대여할 수 있다. 서비스

로 서비스 담당 직원이 직접 짐을 받아서 옮겨주는 ‘수화물

품질 관리를 위해 일반 렌터카와 펫 카를 분리해 운영하며,

운반 서비스’(Baggage Delivery Service)를 업계 최초로 선보

반려동물이 탑승하는 펫 카는 털 제거 등 차량 실내 청결을

였고 제주공항과 제주오토하우스를 연결하는 ‘타요’ 셔틀버

더 철저히 관리한다.

스를 운영 중이다. 제주오토하우스는 차량을 새벽에 반납하
고 첫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 스케줄이 가능해 편리하다.
매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채꽃이 만발한 3월 제주도에서 한발 먼저 봄을 느끼자.

제주도 여행도 하고 골프대회도 본다!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롯데렌탈은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 국내 개막전인

3월에 제주도를 방문한다면 놓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유채꽃

전동킥보드 통합 렌털 서비스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을 4월 9∼12일 나흘간 제주 서귀포시

이다.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흐드러진 유채꽃 풍경을 볼 수

지난해 12월 렌터카와 전동 킥보드 통합 렌털 서비스를 새롭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다. ‘롯데렌터카

있는 명소들을 소개한다.

게 열었다. 이용객은 주요 관광지 등 원하는 장소까지 렌터

여자오픈’은 10년 이상 새 시즌의 포문을 열어온 KLPGA의

먼저 제주 일출명소로 손꼽히는 광치기 해변은 유채꽃의 물

카로 이동한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변의 풍경을 온전히

대표 대회로 국내외 최정상 선수들이 참여해 양보 없는 경쟁

결로 더욱 아름다운 광경을 자랑한다. 광치기 해변에서 올려

감상할 수 있어, 제주도 구석구석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

을 펼칠 예정이다.

다보이는 성산 일출봉과 그 뒤편으로 펼쳐진 유채꽃 재배 단
지는 매년 수많은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62 I

March 2020

www.yonhapimazine.com I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