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

2016년 1월 요금 프로그램 변경
데이 패스(Day Pass) 및 클리퍼 카드(Clipper® Card)
관련 질문모음
데이 패스(Day Pass)는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16년 1월 1일부터 데이 패스(Day Pass)는 클리퍼(Clipper®)를 사용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버스 요금함 (farebox) 및 경전철 승차권 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 종이 데이 패스(Paper Day Pass)는 공공 기관 및 사회 복지 기관에서 제공받은 데이 패스
토큰(Day Pass Token)을 사용하는 승객들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클리퍼(Clipper®)란 무엇인가요?

• 클리퍼(Clipper)는 Bay Area에서 사용하는 다용도 교통 카드입니다.  VTA를 비롯해 바트
(BART), 칼트레인(Caltrain), AC 트랜짓(AC Transit), 뮤니(Muni) 및 그 외 교통 기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관의 전체 리스트를 보시려면 관련 웹사이트(www.ClipperCard.
com)를 방문하십시오.
• VTA 월정액 패스(VTA Monthly Pass)는 클리퍼(Clipper) 카드 이용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클리퍼(Clipper) 카드의 패스(Pass)와 현금 충전은 경전철 승차권 판매기, 월그린 지점 대부분,
VTA 다운타운 서비스 센터(Downtown Service Center) 및 리버 옥스 관리 사무소(River Oaks
Administrative Office)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웹사이트(www.ClipperCard.com) 방문 혹은 전화
(877-878-8883) 로도 충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클리퍼(Clipper) 카드를 등록하세요.
• 여러분이 사용하는 만큼 충전 가능하며, 패스가 만료되거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언제든지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오토로드(Autoload)와 같은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리퍼 카드 누적 기능(Clipper Card Accumulator Feature)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1일 클리퍼(Clipper) 이용 요금은 누적되며 총사용 금액이 데이 패스(Day Pass) 금액 이상이
되면 당일 하루 동안 추가 비용 없이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일 요금 한도(fare cap)가 있으므로 더 이상 승차권 판매기에 들를 필요가 없으며 버스
요금함에 현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승차 시 클리퍼(Clipper) 카드를 대기만 하면 됩니다.

클리퍼 카드(Clipper Card)는 어디에서 구입하나요?

• 정해진 기간동안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여러 도시와 VTA 다운타운 소비자 서비스
센터(Downtown Customer Service Center), 리버 옥스 관리 사무소(River Oaks
Administrative Office) 로비에서 VTA 지역 봉사부 행사(Community Outreach Activities)
로 클리퍼(Clipper) 카드를 무료로 한정 수량에 한하여 나누어 드립니다.  
• 온라인(www.ClipperCard.com)으로 주문할 경우 7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구매 가능한 장소는 아래를 참조해주십시오.
- VTA 리버 옥스 관리 사무소(River Oaks Administrative Office) 로비
3331 N. First St. San Jose 95134
- VTA 다운타운 고객 서비스 센터(Downtown Customer Service Center)
55 W. Santa Clara St., San Jose 95113
- 월그린 지점 대부분 – 가까운 베이 지역의 지점에 판매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그 외 업체 - 전체 구입처 리스트를 보시려면 관련 웹사이트(www.ClipperCard.com)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www.VTA.org/Clipper 를 방문하십시오.

VTA의 사명: VTA는 혁신적이고 환경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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