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셔틀버스 이용안내   (업데이트: 2022년 7월) 

 

 

요청 방법 

 

차량픽업 최소 24시간 사전요청이 필요하며, 아래의 내용으로 요청 해 주십시오. 

•제목: 셔틀버스 픽업서비스 요청 

•내용: 예약번호, 렌탈계약자 이름, 이용 일/시, 호텔 명,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 시내 영업소(Main Office): 1-671-588-5100 / hertzmain@triplejguam.com 

※ 아래 지정된 호텔에서 정해진 시각에 고객 픽업 후 시내 영업소로 이동하며, 차량 

   반납 후에는 호텔로의 귀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0800~1630). 

※ 공항영업소애서는 한시적으로 셔틀버스 픽업서비스 및 호텔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시간 (호텔 → 시내 Main Office 영업소) 

하루 4회 운행. 연중무휴 (운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ROUTE A 
렌터카 픽업시간 기준 

9:00 10:00 11:00 12:00 

 호텔 명  셔틀버스 픽업시간 

HOTEL NIKKO GUAM 니코 8:40 9:40 10:40 11:40 

THE TSUBAKI TOWER 츠바키타워 8:40 9:40 10:40 11:40 

LOTTE HOTEL GUAM 롯데호텔 8:40 9:40 10:40 11:40 

THE WESTIN RESORT GUAM 웨스틴 리조트 8:45 9:45 10:45 11:45 

GUAM REEF HOTEL 괌 리프 호텔 8:45 9:45 10:45 11:45 

DUSIT TANI GUAM RESORT 

(DUSIT BEACH RESORT) 
두짓타니(두짓비치) 8:50 9:50 10:50 11:50 

HYATT REGENCY GUAM 하얏트 리젠시 8:50 9:50 10:50 11:50 

HOLIDAY RESORT GUAM 

(GARDEN VILLA) 
헐리데이 리조트 8:55 9:55 10:55 11:55 

CROWNE PLAZA RESORT 

GUAM(IHC) 
크라운 플라자 8:55 9:55 10:55 11:55 

 

 

 



ROUTE B 
렌터카 예약시간 기준 

9:00 10:00 11:00 12:00 

호텔 명 셔틀버스 픽업시간 

ONWARD BEACH 

RESORT HOTEL 
온워드 8:40 9:40 10:40 11:40 

RIHGA ROYAL LAGUNA 

GUAM RESORT 
리가 로얄 8:45 9:45 10:45 11:45 

HILTON GUAM RESORT 

& SPA 
힐튼 8:50 9:50 10:50 11:50 

PACIFIC ISLAND 

CLUB(P.I.C.) 
피아이씨 8:55 9:55 10:55 11:55 

 

이용 시 유의사항 

 

•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신용카드가 모두 필요하며 미 보유시 셔틀이용이 불가합니다. 

• 렌탈계약 당 주 운전자 및 추가 운전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셔틀버스 픽업 시간 5~10분전에 호텔 1층 로비 혹은 입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 두짓 비치(구 아웃리거)에 투숙하시는 분들은 두짓타니 타워 리조트 1층 로비에서만 픽업  

  가능합니다. 

• 가든빌라에 투숙하시는 분들은 길건너 헐리데이 리조트 1층 로비에서만 픽업 가능합니다. 

• 투몬, 타무닝 지역에 소재한 호텔에만 적용되며 레오팔레스 및 전지역의 게스트하우스 

  또는 에어비엔비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상상태, 교통상황에 따라 픽업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지연으로 인한 비용청구 및 시간 보상청구 등의 요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픽업시간 지연으로 인한 렌탈 시간/기간은 조정해 드립니다. 오전 픽업에 한해서 예약 

  시간보다 일찍 차량픽업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