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납차량 수리비 및 가치감가 부과 기준 
 

 반환자동차의 수리비 부과기준  
 

 

본 기준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의 운용리스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귀하의 차량은 차량 반납 시 원상복구 조건으로 약정되었습니다. 본 반납차량에 수리비 및 감가기준은 차량 반납 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차량의 부분별 수리비 및 감가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기준은 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차종 별, 부위별 수리/교체 비용에 대한 기준이며, 책정된 

금액은 실제비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단위 : 만원 ) 

라인업 MINI , 1er , 2er 3er , 4er , 3GT, x1 5er , 5GT , Z, x3/4 6er , 7er , M, x5/6 

파손 범위 S L S L S L S L 

범퍼 3 5 4 6 5 7 8 10 

휀더 5 10 7 12 10 15 15 20 

도어 5 10 7 12 10 15 15 20 

본네트 7 15 10 20 15 25 20 30 

트렁크 5 10 7 12 10 15 15 25 

루프 15 25 20 30 25 35 30 50 

휠 5 10 5 10 8 15 10 20 

그외 기타부위 S: 10/ L: 20 

사이드 

미러 

교체비용 

커버 20 

거울 15 20 50 70 

전체 100 110 150 150 

전면유리교체 100 120 150 200 

매뉴얼북 키 10 20 10 30 10 40 10 50 

 

 

* 파손길이에 따른 분류 (S: 1cm 초과 5cm 이하, L: 5cm 초과 )는 BMW Financial Services Korea 에서 제공하는 평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1cm 미만과 페인트 

손상이 없는 경우 수리비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 파손이란 긁힌 것, 벗겨진 것, 휘어지거나 들어간 것, 색깔을 바꾼 것, 찍힘, 우그러짐, 부분 스프레이 칠, 부식 등 정상적인 차량상태와 상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 휠의 경우 파손 범위가 지름기준 1/4 미만은 “S”, 1/4 이상은 “L”로 책정됩니다. 자동차의 휠은 소모품이 아니며, 파손된 경우 반드시 복원비용이 발생하기에 반납 

전 복원을 권장 드립니다. 

* 전면유리의 파손 및 균열이 있는 경우 전면유리 교체비용이 청구됩니다. 유리교체비용은 비교적 고가이므로, 반납 전 자동차보험을 통한 교체를 권장 드립니다. 

단, 보험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리비용은 크기에 따라 산정된 파손 개수의 합계로 청구됩니다. 단 유리교체 비용을 제외한 각각의 부위별(각 범퍼, 각 휀더, 각 도어, 트렁크, 본네트 각각) 

합계금액은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차량반납 이전에 최대한 수리를 하여 반납하여 주시고, 미수리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한 수리비를 납부하셔야 반납절차가 종결되므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부위별 수리비 기준표 



 
 

 반환자동차의 가치감가 부과기준  
 

 

본 기준은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의 운용리스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아래 <반환자동차의 가치감가 평가기준>은 자동차리스이용약관 제23조(반환자동차의 평가)  2항에 따른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 입니다. 

아래 감가율표는 예시된 부위에 사고/수리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수리 정도에 따라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의 가치감가 발생을 근거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시된 감가율표는 외부 중고차 전문업체에 의한 컨설팅 및 관련문헌 연구를 토대로 설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