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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용약관 동의서 

 
아래 서명한 고객(이하 “고객”)은 배터리식 전기자동차(BEV)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이하 “차량”)를 구매 또는 리스하는 고객으로서 캘리포니아 청정연료 보상 

프로그램(California Clean Fuel Reward Program)1(이하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고객은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1. 차량의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하 “소매업자”)에게 제출한 각종 개인정보 및/또는 비즈니스 

정보는 사실이며 모든 측면에서 정확합니다. 정보가 틀렸거나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있거나 거짓 정보임이 적발되는 경우, 본인은 소매업자에게 차량 구매 또는 리스로 

인해 발생한 보상(아래 정의 참조)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또한 

틀렸거나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고/있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의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보상에 

대한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소매업자 또는 미주리주의 유한회사인 Maritz 
LLC(이하 “프로그램 시행자”) 측에서 본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2. 본인은 (a) 개인으로서 차량 구매 또는 리스 시점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주소지가 

있으며 차량 구매 또는 리스 서류에 기재하여 소매업자에게 제출한 해당 주소에 거주 
중이거나, (b) 법인으로서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사업체이고 해당 사업체가 차량 구매 

또는 리스 서류에 기재하여 소매업자에게 제출한 주소지가 실제 주소입니다. 
 

3. 차량은 프로그램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배터리식 전기자동차(BEV)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입니다. 
 

 
1 Cal. Code Regs. title 17, §§ 95480,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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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은 소매업자로부터 본인이 프로그램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이하 “보상”)의 금액과 그 성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구매 또는 리스 서류에 보상액 총액이 공개되어 있으며 해당 
보상만큼의 금액을 차량 구매가 또는 리스 가격에서 차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소매업자가 구매 또는 리스 서류에 본인 명의로 기재된 보상 금액을 환급받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하며, 이에 보상에 대해 본인에게 부여된 각종 권리를 소매업자에게 양도 및 

이전합니다. 보상을 받은 결과로 본인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은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은 결과로 본인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에 대하여 소매업자, 프로그램 

시행자와 Southern California Edison Company(이하 “프로그램 관리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5. 본인은 캘리포니아 차량 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서 해당 차량을 

본인 명의 및 소매업자에게 제공한 주소지로 등록하는 데 동의합니다. 
 

6. 본인은 (a) 프로그램 시행자가 차량 식별번호(VIN)를 확인하고 DMV 및/또는 차량 

제조업체에 차량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허용하며 (b) 캘리포니아주 정부(DMV 

포함)에서 필수로 정한 대로 차량 보험에 가입하며 (c) 차량의 시스템과 기능을 항상 

배터리식 전기자동차(BEV)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형태로 유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7. 차량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 본인이 주 연락처이며 본 차량 구매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단독 신청인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소매업자 측에서 본인이 소매업자에게 제공한 정보(차량 구매 또는 리스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및 차량 정보 포함)를 프로그램 시행자, 프로그램 관리자 및 각각의 

직원, 컨설턴트, 하청업체 또는 대행업체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이용약관 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차량 구매 또는 리스 서류에 기재된 각종 개인정보 및 

차량 정보 포함)는 프로그램 시행자 및 프로그램 관리자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유틸리티 제공업체(이하 “EDU”)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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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인은 프로그램 시행자에게 본인의 연락처 정보 및 차량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EDU에 

전달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정보는 프로그램 관리 목적으로 본인 EDU를 대신해 

수집됩니다. 본인의 EDU는 해당 정보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목적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프로그램 관련 설문조사와 이메일을 보내고, 본인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또는 규제 요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프로그램 시행자와 본인의 EDU가 해당 

목적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본인은 본문에 제시한 이메일 

계정의 올바른 사용자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프로그램 시행자 또는 본인의 EDU가 보낸 

각종 전달 사항은 본인이 허용한 것이며 “차단(Do not contact)” 목록 또는 다른 고객 
커뮤니케이션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는 소매업자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가 그러한 목록이나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본인은 프로그램 시행자와 프로그램 관리자 및 각각의 직원, 컨설턴트, 하청업체 또는 

대행업체에는 (a) 차량이 특정 법률, 규정 또는 업계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없고 이들은 (b) (i) 본 프로그램 또는 (ii) 본 차량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결과, 즉 성능, 용도 
적합성 또는 안전성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종 결과를 옹호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11. 본인은 프로그램 시행자, 프로그램 관리자 및 각각의 임원, 이사, 주주, 직원, 컨설턴트, 

하청업체 및 대행업체(이하 통칭 “면책 당사자”)에 대해서는 고객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또는 그와 관련하여(고객이 본 차량 또는 그와 관련한 기타 모든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발생한 각종 손실, 청구, 피해, 채무, 소송 

사유, 경비, 요구 및 비용(면책 당사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부과된 각종 수수료 및 

지출금 포함)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피해 발생 사유가 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 모든 의견에 

기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 본인이 법인인 경우, 하기 본 이용약관 계약을 실행하는 개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본 

이용약관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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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하는 주체의 목적이 다른 개인에게 즉시 리스 또는 판매하려는 것인 

경우(이하 이 주체를 ‘제3자 중개인’이라 칭하고, 이러한 판매 또는 리스를 ‘제3자 거래’라 

칭함), 최종적으로 차량을 리스하거나 구매하는 개인(이하 ‘최종 사용자’)와 제3자 중개인이 
본 계약의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공동으로 고객이라 간주됩니다. 본 계약의 섹션 2(a), 5, 6, 

8 및 9에 대해 최종 사용자가 고객이라 간주되며, 제3자 중개인의 정보가 아닌 최종 

사용자의 정보가 고객의 보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본 계약에 상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최종 사용자와 제3자 중개인은 제3자 중개인이 차량의 구매 또는 리스에 

대해 지불해야하는 금액에 소매업자가 보상 금액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3자 

중개인은 보상의 총액을 최종 사용자의 차량 구매 또는 리스에 적용할 것에 동의하며, 최종 
사용자는 제3자 중개인으로부터 보상의 금전적 혜택을 모두 받았음을 확인 및 

인정합니다. 제3자 거래에서 최종 사용자는 소매업자, 프로그램 시행자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 중 그 누구도 보상을 최종 사용자의 구매 또는 리스에 직접 적용하지 않으며, 최종 

사용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자 중개인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이하 서명 페이지] 

본 프로그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leanfuelreward.com/privacy-notic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본 이용약관 동의서에 서명하여 결재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요구사항과 책임 
내용을 읽었으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고 이를 따르는 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또한 
본인은 구매 또는 리스 서류에 보상액 총액이 공개되어 있으며(기타 제조사 또는 대리점 
할인/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음) 해당 보상만큼의 금액을 차량 구매가 또는 리스 가격에서 
차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본 이용약관 동의서는 서명을 팩스 또는 기타 전자식 이미징 수단(예: 이메일을 통해 PDF로 

전송)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 또는 기록을 전자 파일 형식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자필 서명 또는 실물 서류를 사용한 기록 보관 시스템을 사용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집행력을 가집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종 관련법(예: 

해외 및 국내 상거래법에 따른 연방 전자 서명 또는 이와 유사한 주 정부 기타 법률 등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을 근거로 한 기타 법률 포함)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한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민법 Section 1633.1 이하 조항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https://cleanfuelreward.com/privacy-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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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또는 해당되는 경우 승인된 대리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여권을 받아 스캔한 파일을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참고용 샘플 
최종 버전은 최종 거래 시 소매업자가 제공하는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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