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이용을 위한 간단한 3단계

오늘 바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운임을 지불한 다음 탑승하면 됩니다.
PierceTransit.org • 253.581.8000

1. 이동 계획 세우기
고객 서비스 부서에 전화

피어스 트랜짓(Pierce Transit) 고객 서비스 부서
직원들이 버스 이용 계획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
시 30분 사이에 전화번호 253.581.8000번으
로 전화해 1번을 누른 다음, 다시 1번을 누르십
시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해 주십시오.
•
•
•
•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이동하고자 하는 요일
출발지 주소를 떠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를 원하는 시간

저희 직원이 여러분의 버스 여행을 계획해
드리고 해당 운임을 알려 드릴 것입니다. 정보
를 적어두기 위해 펜과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온라인 여행 플래너:
www.PierceTransit.org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합니다.
Pierce Transit 여행 플래너를 통해 출발부터
도착까지 여행 계획을 세우십시오. 본인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Plan My Trip(내 이동 계획)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 계획이 완료됩니다!
계획서를 인쇄하여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2. 운임 지불
탑승 전에 운임을 준비하십시오. 현재, 성인
일회 운임은 $2.0이며 일일 이용권 요금은
$5.00입니다. 청소년 할인 운임*은 일회당
$1.0이며 일일 이용권 요금은 $2.50입니다.

현금

버스 탑승 시마다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운임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버스 요금함에서는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으므로 정확한 잔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버스에 들어서면 요금함에
지폐용 슬롯이 있고 요금함 위에는 동전 슬롯이
있습니다.

P IER C E PA Y SM
일일 이용권

피어스 트랜짓 일일 이용권은 피어스 트랜짓
버스 탑승 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하고 정확한 현금을 요금함에 넣으면 일일
이용권이 나옵니다. 일일 이용권 뒷면에는 만료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다음
피어스 트랜싯 버스에 탑승할 때에는 이용권을
요금함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리더(아래에
마그네틱 스트라이프가 있음)에 통과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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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cePay를 이용하면 피어스 트랜짓 버스
운임을 간단하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PiercePay는 무료이며 설치하기 쉬운
Hopthru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 또는 Google Play 사이트에서
Hopthru를 다운로드하고 일일 이용권이나
일회 승차권을 구매하십시오. 이 앱이
있으면 탑승 시 스마트폰만 이용하면 되고
현금이나 정확한 잔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OR CA

피어스 트랜짓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게 될 경우,
ORCA 카드의 버스 이용권을 이용하여 누릴 수
있는 편리함과 비용 절감을 고려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부서 직원이 여러분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이용권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ORCA 카드 간단 신청 방법
• 온라인: orcacard.com
• 전화: 1.888.988.6722 또는 TTY 중계:
711.
• 방문: 타코마 돔 역(Tacoma Dome Station)에
있는 피어스 트랜짓 버스숍에서 성인, 청소년
또는 RRFP(Regional Reduced Fare Permit,
지역 운임 할인권) ORCA 카드를 구매하십시오.
이 카드를 소액으로 구매하시면 이용권 또는
전자 지갑(운임을 지불하기 위해 현금처럼
사용)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또는 다른
조직에서 교통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직원
교통 혜택 관리 담당자에게 ORCA 카드 입수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운임 할인

65세 이상이거나, 수혜 대상 장애인으로서
의사에게 해당 장애를 확인받았거나, Medicare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운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 운임으로 이용하실 때에는
유효한 RRFP(지역 운임 할인권)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거나 PierceTransit.org/PT-fares를
방문하십시오.

* 청소년 할 인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청소년 운임인 $1.00로
피어스 트랜짓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인
경우 나이가 명시된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승객이 할인 자격 대상인지를 운전기사가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요금을 준비하셨으면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늦어도 5분 전에는
정류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탑승 시 계단에 오르기 어렵다면
운전기사에게 버스 경사로를 내리거나
승강구를 보도 높이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기사가
훨체어를 고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릴지 확실하게 모를 경우
운전기사에게 정류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노선표를 보고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안내도
방송됩니다.
내리실 정류장을 듣게 되면 코드를 당겨 버스
정류장 하차 요청을 하고 버스가 멈출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주십시오.
환승 센터에서 환승하실 때 다음 버스를
어디에서 탈지 모르는 경우 운전기사
또는 대중교통 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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