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운임 변경안 FAQ 

 

1.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정된 커뮤니티 회의 또는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늦어도 2019년 2월 

13일 공청회 종료 시까지 이메일, 전화, 팩스 및 우편(U.S. Mail)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AC Transit Board of Directors 
1600 Franklin Street 
Oakland, CA 94612 

전화: (510) 891-7201 

스페인어: (510) 891-7291 

중국어: (510) 891-7292 

TDD: 711번으로 전화해 (510) 891-4700번으로 연결 

팩스: (510) 891-7157 

이메일: planning@actransit.org 

 

커뮤니티 회의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오후 6~8시 

Hayward City Hall, Room 2A 
777 B St, Hayward, CA 94541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오후 6~8시 

El Cerrito City Hall, City Council Chambers  
10890 San Pablo Ave, El Cerrito, CA 94530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오후 6~8시 

AC Transit General Office, 2nd Floor Board Room 
1600 Franklin St, Oakland, CA 94612 
 

공청회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오후 2 및 오후 5시 

AC Transit General Offices, 2nd Floor Board Room 

1600 Franklin Street, Oakland, CA 94612 

 

2. 공청회까지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다운타운 오클랜드를 운행하는 모든 AC Transit 버스 노선은 공청회 장소에서 도보 거리에 

정차합니다. 공청회 참석 일정을 계획하시려면 당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mailto:planning@actransit.org
http://www.actransit.org/trip-planner/


3. 해당 시설에는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가요? 

모든 시설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합니다. 

 

4.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까? 

예정된 각 커뮤니티 회의와 공청회에서 스페인어 및 중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AC Transit은 수화 통역 및 상기 이외 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회의의 경우: (510) 891-4777번으로 전화해 1월 23일 수요일 오후 12시까지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의 경우: 지역구 사무국(District Secretary Office)에 (510) 891-7201번으로 2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연락해 통역 서비스 조율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5. 변경안에 대해 언제 결정이 이루어집니까? 

이러한 제안에 관한 가장 빠른 결정은 2019년 2월 27일 AC Transit 이사회 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6. 지역 운임 변경의 이력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최근의 변경 사항을 포함해 AC Transit 지역 운임 체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직원 

보고서 18-199b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ctransit.org/wp-content/uploads/board_memos/18-199b%20PH%20for%20Fares.pdf
http://www.actransit.org/wp-content/uploads/board_memos/18-199b%20PH%20for%20Fare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