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 수표 승인
Good To Go! 이용 약관

본 전자 수표 승인 추가 약관은 원래 이용 약관 및 고객의 적용과 함께 고객(이하 "고객")과 워싱턴주 교통부(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하 "WSDOT") GOOD TO GO! 고객 센터(이하 "고객 센터") 사이에서 만들고 작성된 

WSDOT GOOD TO GO! 고객 동의서(이하 "동의서")를 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고객이 최초의 Good To Go! 이용 약관과 아래에 나열된 전자 수표(ACH) 이용 약관을 읽고 동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자신이 지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지불을 위해 Good To Go! 계정으로 주기적으로 
이체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Good To Go! 계정에서 전자 수표 자동 충전을 승인하기 전에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일회성 결제인 경우, 이 승인은 이 거래에서만 유효합니다. 자동 충전을 위한 반복 결제인 경우, 이 승인은 계좌에서 금액이 인출되기 
영업일 기준 최소 7일 전에 고객이 이 시스템 내에서 계류 중인 지불과 반복되는 지불 지시를 취소함으로써 Good To Go! 고객 
센터에 충전 종료를 알릴 때까지 유효합니다.

전자 수표(ACH) 이용 약관

1. 자동 충전을 위해 전체 $30.00 이상으로 전자 수표 이체 범위를 선택합니다.

2. 전자 수표 충전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한 지불 범위 내에서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 지불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Good To Go!는 사전에
자세한 지불 금액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Good To Go!는 지난 번에 전자 수표로  Good To Go! 계정에 지불된 금액과 이번 지불 금액이 다른
지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자동 지불 금액은 선택한 지불 범위의 최고값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전자 수표를 통한 자동 지불을 선택한 고객은 위에서 정한 잔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좌 잔고 요구 조건은 매달 선택한 날에 평가됩니다. 잔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정(선택한 날 기준)의 경우에는 선택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자동 지불이 처리됩니다. 충전 날짜가 휴일 또는 기타금
융기관이 영업하지 않는 날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에 인출됩니다.

4. 거래 및 지불 정보는 www.MyGoodToGo.com에서 온라인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정을 폐쇄하면 모든 미지불 통행료 및 수수료를 지불한 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 수표 계좌로 환불됩니다. 계좌로 환불되지 않는 경우, 
워싱턴주의 보증서(수표)가 발급됩니다.

6. 고객은 Good To Go! 고객 센터로 연락해 전자 수표 자동 충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에는 영업일 기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
객 서비스는 https://mygoodtogo.com/EN/contact-us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록용으로 본 동의서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기록용으로 본 승인서의 사본을 인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