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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항공정보 철도 여객선 유람선 고속/시외버스

여수시내교통 렌터카

사업자명사업자명 연락처연락처 주소주소 권역권역

롯데렌탈<여수공항예약소> 080-2000-3000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여수공항 여객청사 1층 공항

SK렌터카㈜ 686-6040 여수시율촌면여순로386,여수공항여객청사 공항

롯데렌탈㈜ 642-8000 여수시 덕충동 2035-2, 신성오피스텔 지하 102호 엑스포역

SK렌터카<여수역예약소> 061-921-5230 여수시 박람회길 1, 국제관 D동 1층, Db-106 엑스포역

(유)동부렌트카 010.8696.0647 여수시오동도로37(수정동) 엑스포역

(주)중부 665-5402 여수시 동문로 153-1(공화동 45-1) 엑스포역

㈜제일렌트카 061-685-7700 여수시 박람회길 24-24, 101호(덕충동) 엑스포역

(유)에코렌트카 061-903-3233 여수시 박람회길 82(덕충동) 엑스포역

(유)본렌터카 061-663-7377 여수시 덕충안길 71 엑스포역

(유)삼일렌트카 <여수엑스포역점> 664-3030 여수시 망양로 2 엑스포역

주식회사 모모 061-692-2565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268(오림동) 종합버스터미널

에이스투어런터카<여수영업소> 641-7818 여수시 연등7길 46(연등동) 종합버스터미널

롯데렌탈 <여수터미널 예약소> 080-2000-3000 여수시 좌수영로 268 종합버스터미널

쏘카 여수버스터미널(피자헛) 1661-3315 여수시 오림동 406-1 종합버스터미널

㈜넘버원렌트카 070-4042-4746 여수시 좌수영로 154(연등동 731-1) 종합버스터미널

모모 여천영업소 010.3680.8048 여수시 좌수영로 948-3(봉계동) 여천역

(유)그린렌트카 061-685-4982 여수시 반월길 13-9(여천동) 여천역

(유)삼일렌트카 691-9077 여수시 시청로 171(여천동) 여천역

롯데렌탈 <여천역코레일주차장예약소> 080-2000-3000 여수시 시청로 200 여천역

삼일렌트카<학동영업소> 684-4000 여수시 화산1길 24-7(화장동) 여천정류소

(유)고려렌트카 684-1689 여수시성산6길51-1,204호(화장동,호수빌) 여천정류소

쏘카 여천시외버스정류장 1661-3315 여수시 화장동 795-2 여천정류소

모모 엑스포영업소 061-641-7726 여수시 남산로 107(남산동) 여수시내

케이비 엑스포 영업소 061-641-7726 여수시 신월로 627(국동) 여수시내

한국자동차 주식회사 061-685-1589 여수시 좌수영로 592(둔덕동) 여수시내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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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 여서영업소 010.3170.7493 여수시 여문1로 33-1, 2층 여수시내

(유)여수렌트카 061-921-7644 여수시 봉산2로 39, 1층(봉산동) 여수시내

㈜에이스투어렌터카 685-1589 여수시좌수영로592(둔덕동) 여수시내

케이디에프㈜ 685-7715 여수시 쌍봉로 253-2, 2층 여수시내

동부렌트카 <동여수영업소> 653-4940 여수시 미평10길 32(미평동) 여수시내

(유)고려렌트카 653-4000 여수시 여서동6길 33(여서동) 여수시내

㈜한양렌트카 653-2444 여수시 대학로 43, 2층(미평동) 여수시내

㈜쏘카 010.5012.0213 여수시 덕충동 2036(무인) 여수시내

쏘카 여수좌수영초등학교 옆 예약소 1661-3315 여수시 여문2로 61 여수시내

㈜일구구사투어렌트카 061-654-7533 여수시 둔덕6길 30 여수시내

(유)삼일렌트카 061-641-2422 여수시 신월로 737-1 여수시내

㈜케이비 070-4696-1269 여수시 쌍봉로 120(학동) 여수시청

㈜나라렌트카 691-1919 여수시 도원로 250(학동) 여수시청

쏘카 쌍봉동주민센터 옆 예약소 1661-3315 여수시 시청로 34 여수시청

(유)백제렌트카 061-685-2127 여수시 시청로 60-1(학동 13-4) 여수시청

동부렌트카 <여천영업소> 683-8484 여수시 봉계4길 7(봉계동) 여천시내

레드캡투어㈜ 692-4599 여수시 좌수영로 945, 1층(여천동) 여천시내

사업자명사업자명 연락처연락처 주소주소 권역권역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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