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설명서                                                                             [고객용] 

 

엠캐피탈㈜ 귀중 

본 설명서는 약관 또는 약정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계약 중요사항을 고객님께 다시 한번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1. 초과운행부담금 

운용리스계약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

27조) 

-계산식: 초과운행거리(km) X km당 초과운행료 

-km당 초과운행료는 300원 

 

2. 반환지연금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넣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약관 

제29조) 

-계산식: [일리스료+(일리스료X반환지연금율)X경과일수] 

-반환지연금율: 120% 

 

3. 지연배상금 

고객이 리스료 등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 

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

에 지급하기로 합니다.(약관 제29조) 

-지연배상금율 

상품 최고요율 

금융리스 약정이자율+최대3%(법정최고금리 이내) 

운용리스 20% 

*잔여기간은 직전월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해당월은 잔여기간에 포함) 

 

4. 규정손해배상금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

융회사에 규정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약관 제23조) 

-규정손해배상금 계산식 

 : 미회수원금X요율(%)X(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규정손해배상금 최고요율 

상품 최고요율 

금융리스 3% 

운용리스 10% 

 

5. 승계 

고객이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승계수수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32조) 

-계산식: 미회수원금X요율(2%)X(잔여기가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최소금액: 150,000원(대부업법상 이제제한법 초과 건 최소금액 미적용) 

-최대금액: 750,000원 

*잔여기간은 직전월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해당월은 잔여기간에 포함) 

 

6.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 

하는 한도 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약관 제24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계산식: 미회수원금X요율(%)X(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최고요율 

잔여개월 최고요율 

6월 이하 20% 

12월 이하 30% 

24월 이하 40% 

24월 초과 50% 

*잔여기간은 직전월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해당월은 잔여기간에 포함) 

7. 반환자동차의 평가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

한 평가기관은 반환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

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감가금액: 반환 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시세)X감가율의 합 

-가치감가 적용표 (잔가기준) 

항목 
개월별 감가율 

23개월 이하 24~47개월 48개월 이상 

후드, 트렁크 4.0% 6.0% 7.0% 

프론트패널 4.0% 6.0% 7.0% 

리어패널 5.0% 7.0% 8.0% 

앞 휀더 3.0% 4.0% 5.0% 

루프 패널 7.0% 9.0% 10.0% 

트렁크 플로어 패널 6.0% 8.0% 9.0% 

쿼터 패널 5.0% 7.0% 8.0% 

인사이드 패널 3.5% 5.0% 6.0% 

앞문, 뒷문 3.0% 4.0% 5.0% 

A/B/C필러 3.5% 5.0% 6.0% 

앞/뒤 휠하우스 7.0% 9.0% 10.0% 

사이드 씰 3.5% 5.0% 6.0% 

데쉬판넬 3.5% 5.0% 6.0% 

도장 실비정산 실비정산 실비정산 

 

8. 만기매입시 비용 

계약 만기 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등록세 등의 제세

공과금 및 만기 시점의 차량가치(잔가)만큼의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이용자 명의인 경우에도 취득세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