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ternative 
formats available

206-477-6066 
WA Relay: 711

WOF_Korean_DC_7-2021

카드 사용 가능처*:

고속 페리

SOUNDER 열차

수상 택시

전차

LINK 경전철

버스*

주 페리*

모노레일

*Pierce Transit과 Washington State Ferries는 
ORCA LIFT 운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금 대신 ORCA 소지
버스, 기차 또는 페리 탑승 시 ORCA 
카드를 탭하고, 현금을 절감하세요. 
편리한 비접촉식 수단이며, 대부분의 
Puget Sound 교통 구역 내에서 2시간 
내 환승 시 할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 할인 요금 ORCA 카드로 
운임을 45%에서 6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kingcounty.gov/WhichORCAFare 
206-553-3000

Transit 타고 최대 60% 절감하세요. 자격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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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A LIFT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성인

귀하의 ORCA 선택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저소득 가구1 6-18세 청소년3 3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또는 Medicare  
이용자 

19-64세 성인 

이 ORCA 카드 수혜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ORCA LIFT2 ORCA 청소년 고령자 RRFP(지역 할인 
운임 허가증) 

장애인 RRFP(지역 할인 
운임 허가증) 

ORCA 성인

버스 및 Link 운임  
(운임은 다른 대중교통 기관 및 교통수단 
에 따라 상이) 

$1.50 $1.50 $1.00 $1.00 Metro: $2.75
Sound Transit: $2.25-$3.50*

1 ORCA LIFT 자격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월 소득이 $2,147 이하인 경우입니다. orcalift.com에서 세부정보를 확인하세요. 
2 Pierce Transit 및 Washington State Ferries는 ORCA LIFT 운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5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과 함께 무료 탑승할 수 있으며 ORCA 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운임은 교통수단 및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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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요금 ORCA로 절감 혜택을 시작하세요.  

kingcounty.gov/WhichORCAFare 
206-55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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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ORCA 카드 선택

이 차트를 이용하여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또는 ORCA LIFT 
카드 수혜 대상인지 확인하고 절감 
혜택을 받으세요. 또한 대다수의 
사업체와 학교에서도 귀하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ORCA 패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부 주정부 혜택 프로그램에 
등록된 분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연간 패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이 선택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ngcounty.gov/
SubsidizedAnnualPass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