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키타역 주변은 

자전거 

방치 금지・규제구역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 

미관을 심하게 해치는 방치 자전거. 

아키타시에서는「아키타시 자전거등 방

치 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아

키타역 주변의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방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반드시 

자전거주차장에 두도록 합시다. 

아키타시 

・방치 금지구역 내에 있는 자전거는 즉시 철거하며, 방치 규제구역 내에 있는 자전거

는이동경고를 한 후,  약 2시간이 경과하면 철거합니다. 

・철거한 자전거, 오토바이 등은 보관소로 견인하여, 그 취지를 게시판에 고지합니다.  

  또한  소유자를 파악한 경우에는 가져가도록 통지합니다 

・반환 받을 때는 자전거는 한 대 당 1,570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한 대 당 2,300엔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환장소=히가시도리 나카마치 4-3  아키타역 동쪽 자전거 등 주차장 내 

   아키타시 자전거 등 보관소  (TEL 834-6497) 

▶반환시간=오전10시～오후7시 

▶반환 시에 필요한 것= 자전거 열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면허증・보험증 등) 

・찾으러 오지 않는 자전거는 고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처분합니다. 

철  거 보관소 견인 

고시・통지 

반  환… 

<철거·보관 수수료х� 

자전거…ϭ͕ϱϳϬ엔 

원동기장치자전거…Ϯ͕ϯϬϬ엔 

 
◎문의◎ 아키타시 교통정책과 d�>�;ϴϴϴͿϱϳϲϲ 

아키타역 주변에 

자전거를 방치하면… 

 자전거를방치할경우… 

자전거, 원동기장치자

전거, 오토바이 등은 

반드시 자전거주차장

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방치 금지・규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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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타역 서쪽출구 역 앞 광장 

&KEd� 
�</d� 

아고라광장 

아키타 
세이부 

아키타역 서쪽 지하자전거주차장 

공사 자전거주차장 

주오도리 
나카코지 

아토리온 

히로코지 

에리어나카이치 

아토리온광장 지하자전거주차장 

시장시장 

범  례・・・ 
방치 금지구역 

방치 규제구역 

자전거 등 주차장 

공사자전거주차장 

자전거주차장 안내 
아키타역 주변에는 자전거͕�오토바이 등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ϰ곳있사오니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장소는 왼쪽 지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아울러͕�영업시간 및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영업시간 

 영업시간 

아키타역 동쪽 자전거 등 주차장 
Tel. 018-834-7414 

오전 5시～다음날 오전 0시 30분 

아키타역 서쪽 지하자전거주차장 
Tel. 018-831-4574 

오전 6시30분～오후 10시 30분 

아토리온광장 지하자전거주차장 오전 8시30분～오후 9시 30분 

아키타시 주차장공사 자전거·오토바이주차장 

Tel. 018-832-1182 
오전 7시～오후 10시 

■자전거주차장 요금표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일시사용 
(한 대 당) 

정기사용(한대당) 일시사용 
(한대당) 

정기사용 
(한대당) 

일반 학생 

아키타역 동쪽  

자전거 등 주차장 24시간당 

100엔 

1개월2,610엔 

3개월7,010엔 

12개월16,970

엔 

1개월1,780엔 

3개월4,290엔 

12개월11,310

엔 

자전거  
일반과 같음 

자전거  
일반과 같음 

아키타역 서쪽 

지하자전거주차장 
  

 

※회수권은 ϭϬϬϬ엔으로 ϭϭϬϬ엔 분 

아키타시 주차장

공사 자전거·오토

바이주차장 

ϭ일ϭ회ϭϬϬ엔 

;Ϯϰ시간 이

내Ϳ 

ϭ개월ϭ͕ϲϬϬ엔 

Ϯ개월Ϯ͕ϵϬϬ엔 

ϯ개월ϰ͕ϮϬϬ엔 

ϭ개월ϭ͕ϭϬϬ엔 

Ϯ개월ϭ͕ϵϬϬ엔 

ϯ개월2,500엔 

ϭ일ϭ회ϮϬϬ엔 

;Ϯϰ시간 이Ϳ 

ϭ개월Ϯ͕ϳϬϬ엔 

Ϯ개월ϰ͕ϴϬϬ엔 

ϯ개월ϲ͕ϴϬϬ엔 

※회수권은 ϮϬϬϬ엔으로 ϮϭϬϬ엔 분 

(주Ϳ학생이란 중・고・대학생͕�전수학교 학생͕�각종 학교 학생입니다͘ 

아토리온광장 지하주차장은 무료입니다͘ 

아키타역 

아키타역 동쪽 자전거 등 주차장 
（자전거 등 보관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