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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xpress 2020 년 7 월 요금 변경 

안내  
모든 성인은 $3.25로 탑승 

탑승 요금제가 재개되면 ST Express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일반 성인 탑승자는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3.25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OCRA LIFT를 사용하는 탑승자와 Youth, 지역 할인 요금 허가증(Regional Reduced Fare 
Permits, RRFP - 노인 및 장애인 탑승자용)을 소지한 탑승자는 예전과 동일한 요금으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2개 카운티 간을 이동하는 성인 탑승자에게는 요금이 50센트 인하되는 반면, 한 카운티 내에서 이동하는 성인 
탑승자에게는 요금이 50센트 인상됩니다.  
 
2020년 7월부터 적용  
 모든 ST Express 노선 

성인 $3.25 

ORCA LIFT/Youth* $1.50 

노인/장애인* $1.00 

* 현재 요금과 동일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 가능 
저소득층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탑승자는 할인된 요금으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Soundtransit.org/fares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왜 ST Express 요금이 변경되나요? 

지역 선출 공무원들은 2016 년 가을 당시 차세대 ORCA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요금제를 단순화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권장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동거리 기반 최대 요금제 폐지. 

 구역 기반 요금제 폐지. 

 
2017년에 King County Metro와 Community Transit은 단순화된 요금제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Pierce Transit과 Kitsap 
Transit, Everett Transit, Washington State Ferries 모두 이러한 권장 사항을 수용했습니다. 2018년에 Sound Transit 
위원회는 ST Express 요금제를 단순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청소년과 ORCA LIFT, 노인, 장애인 
탑승자에게는 균일 요금이 적용되었으며, 2020년 7월부터는 성인 탑승자에게 균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Sound Transit은 어떠한 방식으로 균일 요금제를 결정했나요? 

2018년에 Sound Transit은 사회공헌활동 및 공민권법 제 6장 분석, ST Express에 대한 구역 기반 요금제 폐지를 
위한 제안 등 다양한 요금제 변경 프로세스를 수행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기간 동안 많은 대중들이 압도적으로 
단순화된 균일 요금제를 지지했습니다. 
 

요금제 변경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Soundtransit.org/flat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확인  

Soundtransit.org/subscribe에서 문자/이메일 탑승자 알림 서비스에 등록하세요 

Soundtransit.org/platform에서 Sound Transit 블로그를 팔로우하세요 

Twitter에서 Sound Transit을 팔로우하세요  

https://public.govdelivery.com/accounts/WASOUND/subscriber/new
https://www.soundtransit.org/platform
https://twitter.com/soundtransit


  

일반 탑승자 문의 방법  

main@soundtransit.org 

1-888-889-6368, TTY 연결 711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오후 7시 

 

다국어 지원 

프로젝트 또는 운송 서비스에 관한 번역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평일 운영 시간인 

월요일~금요일, 오전 7:00~오후 7:00에  다국어 지원 전화번호 1-800-823-92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주시는 분은 반드시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필요한 다국어 서비스를 알려주셔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확인 후 다자간 통화로 통역가와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과 

통역가, 고객 서비스 담당자 간에 3자간 통화가 이뤄집니다.  

민권 및 불만제기 

Sound Transit은 미국 민권법 제 6장에 의거하여 자사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인종 또는 

피부색, 출신국에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제 2장의 요구에 의거, Sound Transit은 자사의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활동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누구든지 Sound Transit에 불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Sound Transit의 민권법 제 6장 관련 정책과 민권법 제 6장 또는 장애인법에 따른 

불만 제기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800-201-4900; TTY 연결은 711 

 이메일 stdiscriminationcomplaint@soundtransi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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