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아자동차 초록여행 이용안내 및 홍보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합회는 기아자동차 사회공헌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여행 및 외부활  

동에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초록여행’ 대전충청권역사무소를 위탁운

영하고 있습니다.

3. 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초록여행’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용안내 및 홍보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어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며,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되므로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붙임  초록여행 이용 안내문.  끝.

       

사단법인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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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여행 이용안내문

1. 대상: 장애인이면 누구나 차량 이용 가능(장애 유형 및 등급 관계 無)

2. 이용방법 
 (1) 초록여행 홈페이지(www.greentrip.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2)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예약하는 시스템(선착순 예약 접수)
 (3) 최소 당일~최대 2박 3일까지 차량 이용 가능(월 1회 예약 가능)
 (4) 당월 및 차월 예약 진행 가능(ex: 1월 → 1월 및 2월 예약가능)
 (5) 상담문의 1670-4943(내선 5번), 042-345-0035(대전사무소)

3. 회원등급 및 예약 가능일

4. 프로그램(회원등급별 프로그램 선별 지원)

5. 초록여행 차량
 1. 기아자동차 올 뉴 카니발 2대 보유(5인승 차량 1대, 8인승 차량 1대)
 2. 개조사항
  (1) 공통: 운전석 ‘핸드컨트롤러’ / 2열우측좌석 ‘전동회전시트’ 장착
  (2) 5인승 차량: 전동보장구 탑재 가능한 ‘트랙커’ 장착

등급 소득 구분 보장구 구분
예약 

가능일
연간이용
가능일

PLATINUM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휠체어(전동/ 수동)
사용 장애인

매월 
1일~7일

10일

VIP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
매월 

8일~14일
8일

GOLD 그 외 모든 장애인
매월 

15일~18일
6일

구분 프로그램 지원내용 이용방법

여행지원
프로그램

자유여행
차량

(유류비 선별지원) 기사
신청
가능

선착순 예약

미션여행
차량, 유류비, 여행경비

사연접수
테마여행 별도신청

명절여행 차량, 유류비, 여행경비, 귀성선물 사연접수



초록여행 차량 소개

구분 대전1호차(5인승)

사진

비고

- 전동보장구 탑재 가능한 ‘트랙커’ 장착
- 필수사항: 등받이 접혀야 함, 높이86cm, 길이112cm, 넓이67cm, 무게150kg 미만
- 핸드컨트롤러’ / 2열우측좌석 ‘전동회전시트’ 장착

구분 대전2호차(8인승)

사진

비고 - 핸드컨트롤러’ / 2열우측좌석 ‘전동회전시트’ 장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