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보 

얼굴을 가려 주세요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와 열차에 탑승할 때와 버스 정거장이나 역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해 주세요.  
 

만 2세 이하 유아나 안면 보호 장비를 착용하기 힘든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은 변함 없이 그대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 요금 지불 방법 및 검표 절차 

Transit GO Ticket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ORCA 카드로 비접촉식 열차 및 버스 티켓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표 직원은 ORCA 카드나 종이 티켓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검표 요청을 받으신 경우 

소지하신 ORCA 카드 또는 티켓을 보여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버스와 열차 안에서는 넓게 착석하여 자신과 다른 탑승자 간에 최대한 거리를 두십시오. 가능한 

경우 최소한 6피트(2미터)를 항상 유지하십시오.  
 

승객의 안전 유지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운전사와 보안 요원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Sound Transit은 각 Link 및 Sounder 객차를 매일 청소하며 비위생적인 열차는 배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한 경우, 장애인 탑승자는 앞문을 사용하여 버스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안면 보호 장비를 

착용하거나 벗기 힘든 장애를 겪고 있는 분은 누구든지 이러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요금 탑승 

청소년과 노인, 저소득층은 할인된 요금으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ORCA LIFT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성인 탑승자는 ST Express 버스와 Sounder, 

Link 경전철 이용 시 탑승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면 공공보건부서(Public Health) 전화번호 800-756-5437로 문의하십시오. 
 

복구 요금(Recovery Fare)  

2020년 6월 한 달 동안, Link 요금은 $1, Sounder 요금은 $2입니다. 복구 요금(Recovery Fare)을 

이용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Transit Go Ticket 앱을 다운로드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앱과 Link 및 Sounder 역 티켓 발권기를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버스나 열차로 환승 시에는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ORCA 카드를 

사용하는 탑승자에게는 일반 요금이 부과되며 환승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탑승자 수요에 부응하는 운송 서비스 

가능한 한 탑승자 수요에 부응하며 안전을 유지하도록 버스 및 열차 스케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최신 버스 및 열차 스케줄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