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로 된 티켓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금을 클리퍼(Clipper)로 내게 됩니다!  

로컬선 10 회 (10-Ride) 성인 승차권 및 한달 승차권 그리고 로컬선 10 회 청소년 

/노인/장애인 승차권은 10 월 31 일이 판매 마감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티켓들은 12 월 31 일 이후에는 버스내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AC Transit 에서는 이번 가을부터 해당 승객 일부의 버스 요금 지불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로컬선 10 회 성인 승차권 및 한달 승차권(자기 스트립)은 더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티켓을 사용하고 계시던 승객이신 경우 이제부터는 탑승시에 

하나로 묶여진 클리퍼 승차권 카드를 사용하거나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클리퍼는 트랜스링크의 새 이름입니다.  
 
또한 청소년/노인/장애인 10 회 종이 티켓은 없어졌습니다. 현재로 이러한 티켓을 

사용하셨던 경우에는 클리퍼 청소년 카드(Clipper Youth) 또는 노인과 불구자를 위한 

클리퍼 시스템에서 이용가능한 지역 교통 연결 (RTC) 카드로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물론 현금이나 RTC 카드에 있는 월별 스티커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곧 제거될 AC 트랜싯 티켓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몇가지 입니다.  
 
중요한 날짜.  2010 년 10 월 31 일자로 AC 트랜싯 및 그 소매 공급업체는 종이 

티켓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2010 년 12 월 31 일 이후로는 버스내에서 이 종이 

티켓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이 탑승권 처리방법. 가지고 계신 종이 티켓은 최대한 서둘러서 사용하시고 마감 

날짜인 12 월 31 일 전에 클리퍼 카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사용하지 않은 티켓을 

교환할 수 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용한 티켓은 교환되지 않습니다.  
 
티켓을 클리퍼 카드로 교환. 사용하지 않는 성인 종이 티켓은 귀하의 티켓 금액을 

카드에 미리 로드한 무료 성인 클리퍼 카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1600 Franklin 

Street 에 위치한 다운타운 AC Transit 티켓 오피스를 방문하여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티켓 사무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 시 에서 오후 5 오후까지.) 

클리퍼 카드는 제한된 시간 동안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티켓은 우편으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 티켓 교환 양식을  

www.actransit.org/exchangeform 에서 인쇄한 다음 작성 완료한 후 사용하지 않는 10 



 

 

회 종이 승차권 및 31 일 승차권을 동봉하여 AC 트랜싯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무료 

클리퍼 카드는 일주일 내에 귀하에게 발송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청소년/노인/장애인 10 회 탑승권을 $ 10 편도 승차권으로 

교환할 수 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위의 티켓 교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완료한 

후 귀하의 티켓과 함께 AC Transit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요. 사용되지 않는 

종이 티켓은 소매 판매기에서 교환할 수 없습니다. AC Transit 직원에 의해서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제공 환승 혜택.  10 회 또는 31 일 티켓 형태로 고용주 제공 환승 혜택을 

받을 경우 환승 혜택은 클리퍼로 변했거나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고용주 환승 

혜택 코디네이터와 상담하여 확인하십시오. 
 
*클리퍼 사용이 가능한 RTC 카드 또는 클리퍼 청소년 카드에 관한 정보를 전화로 

받기 원하시면 511 로 전화하여 "AC Transit” 이라고 말하십시요"  
 
클리퍼(Clipper)에 대한 설명:  
 
클리퍼는 리로딩이 가능한 교통 요금 지불 카드로서 베이 지역 AC Transit, BART, 

Muni, Caltrain, Golden State Transit 및 Dumbarton Express 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클리퍼 카드는 환승 및 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남은 금액을 계산하여 

정확한 요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클리퍼 카드에 로드하는 모든 티켓이나 패스는 

종이 버전과 동일한 규칙과 기능이 적용됩니다.  
 
클리퍼 카드에 금액 추가. 클리퍼 카드에는 쉽게 금액을 추가하거나 AC Transit 

31 일 환승권(또는 다른 기관 에서 환승)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Walgreens 를 

포함한 트랜싯 대리점 티켓 사무실과 클리퍼 금액 추가 판매기 (Clipper Add Value 

Machines)에서 로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로딩할 때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 1-877-

878-8883 (무료 전화)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부터 도움을 밭으실 수 있습니다. 

트랜싯 대리점의 티켓 사무실의 직원도 도와드릴 것입니다.  
 
현금이나 직불카드 또는 신용 카드로 결재하실 수 있습니다. 

www.clippercard.com 에서 온라인으로 결재하거나 전화로 결재하는 경우에만 신용 

카드나 직불 카드를 사용하도록 요구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www.clippercard.com 에서 자동로드를 설정하여 귀하의 카드에 금액을 매번 

추가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도 있습니다.  
 
클리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lippercard.com 을 방문하거나 1-877-878-8883 

(무료 전화)로 전화하여 클리퍼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