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Express

요금 변동 제안
개요
Sound Transit은 현행 2구간 요금 구조를 폐지하여 ST Express 요금을 간소화하는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옵션 1은 성인 승객용 $3.25 고정 요금입니다. 옵션 2는 노선 기준으로, 2개
카운티 노선에 대해 1개 카운티 내에서 이동하는 승객에게 더 낮은 1구간 요금을 폐지하게
됩니다. 옵션 2는 1개 카운티 노선에 대해 1구간 승차 시 현행 $2.75의 성인 요금에 변동 사항은
없으며, 모든 2개 카운티 승차에 대한 성인 요금은 $3.75가 됩니다. 두 가지 옵션 모두 ORCA Lift,
청소년, 어르신 또는 장애인 요금 수혜 대상 승객은 현행 1구간 수준의 할인 금액으로 모든
승차가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의견 공유
의견 제출 기한일: 2018년 2월 11일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soundtransit.org/fare-change

이사회 승인이 있을 때까지, Sound Transit은 King County Metro가 신규 $2.75 고정 요금을 적용하는
2018년 7월에 요금 변동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청회:

현행 ST Express 요금과 요금 옵션 비교

2018년 2월 1일 목요일 정오
Union Station, 401 S. Jackson St., Seattle

현행 요금

옵션 1 - 고정 요금

옵션 2 - 노선-기준

이메일: fares@soundtransit.org
방문: soundtransit.org/fare-change

1-구간*

2-구간*

전 노선

1개 카운티** 2개 카운티***

성인(19~64세)

$2.75

$3.75

$3.25

$2.75

ORCA LIFT 성인

$1.50

$2.75

$1.50

$1.50

청소년(6~18세)

$1.50

$2.75

$1.50

$1.50

우편물:

어르신 또는 장애인

$1.00

$1.75

$1.00

$1.00

Sound Transit (사운드 트랜짓)
Attn. Kassandra Andrews
401 S. Jackson St., Seattle, WA 98104

$3.75

* 1-구간 승차는 1개 카운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2-구간 승차는 카운티 경계 교차 승차가 가능합니다.
** 1개 카운티 노선: 522, 540, 541, 542, 545, 550, 554, 555, 556, 560, 566, 567, 577, 580, 596.
*** 2개 카운티 노선: 510, 511, 512, 513, 532, 535, 574, 578, 586, 590, 592, 594, 595.

전화: 1-866-940-4387

해당 옵션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옵션 1 - 고정 요금

옵션 2 - 노선-기준 요금

1개 카운티 노선에 대해 1개 카운티 승차를
하는 성인입니다.

$0.50 인상

요금 변동 없음

2개 카운티 노선에 대해 1개 카운티 승차를
하는 성인입니다.

$0.50 인상

$1.00 인상

2개 카운티 노선에 대해 2개 카운티 승차를
하는 성인입니다.

$0.50 인하

요금 변동 없음

1개 카운티 노선을 이용하는 할인 요금(ORCA
LIFT, 청소년, 어르신 또는 장애인) 대상
승객입니다.
2개 카운티 노선을 이용하는 할인 요금(ORCA
LIFT, 청소년, 어르신 또는 장애인) 대상
승객입니다.

요금 변동 없음

요금 변동 없음

요금 인하:
• ORCA LIFT/청소년 $1.25
• 어르신 또는 장애인 $0.75

요금 인하:
• ORCA LIFT/청소년 $1.25
• 어르신 또는 장애인 $0.75

종종 다른 대중교통 기관의 서비스에서 ST
Express로 환승합니다.

다음 대상을 위해 요금 수준을 King County Metro와
맞춰 조정하게 됩니다:
• 할인 요금 승객

다음 대상을 위해 요금 수준을 King County Metro와
맞춰 조정하게 됩니다:
• 1개 카운티 노선 성인 이용객
• 할인 요금 승객

장애인 편의시설 요청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1-800-201-4900 / TTY Relay: 711로 전화하시거나 accessibility@soundtransit.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Sound Transit은 지역 교통 시스템의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책임지며, Central Puget Sound 지역 교통이 원활해지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Sound Transit l 401 S. Jackson St. l Seattle, WA 98104-2826 l 1-800-201-4900 / TTY Relay: 711 l main@soundtransit.org l soundtransi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