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스테이션 프로젝트
이용약관

이용약관
토론토 자전거 스테이션에 자전거를 주차하려면 우선 다음의 이용약관을 읽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선착순입니다. 토론토시("시")가 귀하의 자전거 스테이션 이용 신청서를 수락하면 귀하의 신청서와 다음의 이용
약관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됩니다.

1.

요금

본인은 토론토시 조례 441(Toronto Municipal Code, Chapter 441)의 요금과 부과금(Fees and Charges) 및 자전거
스테이션 웹 사이트 www.toronto.ca/cycling/bicycle-station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전거 스테이션 요금을 시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해당 요금에는 등록비와 주차 요금이 포함됩니다. 등록비는 관리비로서 해당
비용은 자전거 스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처음 등록할 때 지불합니다. 주차 요금제는 1일, 1개월, 4개월로 구분되어
있으며 선택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자전거를 스테이션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1 일 주차(선불주차)에 할당된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1일 선불주차를 선택하면 당일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만 스테이션에 들어갈 수
있으며 등록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요금은 계약기간의 첫 날 또는 그 이전에 지불해야합니다. 열쇠
포브(fob)나 등록비, 주차 요금제 또는 기타 자전거 스테이션 요금은 이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자전거 스테이션 요금은 시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는 신규 가입이나 계약 갱신 시 적용됩니다.
열쇠 포브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주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시에 출입 카드 교체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대여한 자전거 스테이션의 장비를 늦게 반환하거나 손상 및/또는 오염된 상태로 반환할 경우 시에
연체료나 배상비를 지불합니다. 연속 48 시간 이상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자전거를 스테이션에
주차할 경우 시에 장기주차 벌금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토론토시 조례 441(Toronto Municipal Code,
Chapter 441)의 요금과 부과금에 기재돼 있으며 30 일 이내에 지불해야합니다. 본인은 시에서 열쇠 포브를
발급하거나 주차 요금제 갱신을 처리하기 전에 자전거 스테이션 관련 미지불 금액을 모두 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2.

고객 책임

본인은 자전거를 주차할 목적으로만 자전거 스테이션을 사용합니다. 본인은 음식, 부패하기 쉬운 품목, 기름과
에어로졸 캔과 같은 위험하거나 가연성 물질을 자전거 스테이션에 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전거에 가방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가방은 비울 것이며 시는 어떤 이유로든 가방을 검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스테이션에 들어가거나 자전거 선반을 작동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전거 스테이션 시설에 손상을
야기한 경우 본인은 이를 시에 즉시 알리는 데 동의합니다.

3.

약정 기간

본인은 자전거 스테이션 주차 요금제가 본인의 고객 영수증에 명시된 날짜에 시작되고 종료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주차 요금제 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새롭게 갱신한 요금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시는 본인이 새로운
자전거 스테이션 주차 요금제를 구매할 때까지 열쇠 포브를 비활성화합니다. 자전거 스테이션 주차 요금제는
선착순입니다.
본인 또는 시는 사전통지 없이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금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 계약이 해지되어도 등록비 또는 자전거 스테이션 요금제 비용은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이 본인 또는 시에 의해 해지되면 본인은 30 일 이내에 모든 자전거 스테이션 자산을 자전거 스테이션에
반환합니다.
본인은 48 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전거를 스테이션에 주차하지 않을 것입니다. 48 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전거를
주차한 경우 초과주차 벌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며, 자전거 스테이션 주차 요금제가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4.

면책/손해배상

본인은 자전거 스테이션의 이용과 관련된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간접적, 특수, 우발적, 결과적 손상 또는
부상을 포함하여, 자전거 스테이션에서 부주의, 장비 선택 및/또 조정 및/또는 본인의 자전거나 자전거 장비의
보관으로 인해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또는 자산에 일어난 손해나 부상에 대해 시와 시위원회 및 산하의 모든 직원,
이사, 임원, 임명 및 선출된 고위 공무원, 공무원, 대리인 및 자원 봉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전거 스테이션에 보관된 모든 재산의 도난, 분실 또는 철거에 대해 시와 시위원회 및 산하의 모든 직원,
이사, 임원, 임명 및 선출된 고위 공무원, 공무원, 대리인 및 자원 봉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또한 본인의 자전거 스테이션 이용과 관련된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여 시와 시위원회 및 산하의 모든
직원, 이사, 임원, 임명 및 선출된 고위 공무원, 공무원, 대리인 및 자원 봉사자가 부담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모든
지불청구액에 대해 시와 시위원회 및 산하의 모든 직원, 이사, 임원, 임명 및 선출된 고위 공무원, 공무원, 대리인 및
자원 봉사자를 면책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전거 스테이션 장비 관리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손상되거나 (합리적인 마모 제외) 반환하지 않은 대여
장비에 대해 모든 비용을 최대 소매 가격까지 부담하고 30 일 이내에 지불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