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트랜스포트 플러스 원 버스 컴패니언
오클랜드 트랜스포트에서는 오클랜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접근성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원 버스 컴패니언’은 토탈 모빌리티 카드 소지자의
보조인(support person)이 해당 카드 소지자와 함께 이동할 때 무료로
오클랜드 교통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플러스 원 버스 컴패니언의 적용 대상은 매회 버스 이용 시 다른
사람이어도 됩니다. 토탈 모빌리티 카드 소지자가 원하는 누구든(배우자
또는 반려인, 가족, 친구, 자녀 또는 전문 간병인) 가능합니다. 나아가 매회
이용마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의 임시 최고 경영자 마크 램버트(Mark Lambert)는
토탈 모빌리티 카드 소지자를 위한 ‘플러스 원 버스 컴패니언’을 도입하면
수천 명이 넘는 오클랜드 주민들이 매일같이 오클랜드 트랜스포트가
10,000 회 이상 운영하는 버스 서비스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는 플러스 원 버스 컨세션을 개발하고 출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접근성 그룹(PTAG)을 통해 접근성 옹호
단체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PTAG 회원인 비비안 네일러(Vivian Naylor)는 이 계획이 이전에 버스로
여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이들에게 의미있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플러스 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버스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타마키

마카우라우(Tamaki

Makaurau)를

발견하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이 혜택을 이용하려면 AT 토탈 모빌리티 카드가 필요합니다

•

AT 토탈 모빌리티 카드 소지자는 AT 버스에서 이 카드를 찍으며 버스
운전기사에게 동행자가 ‘플러스 원’이라고 알립니다.

•

그러면 버스 기사는 ‘플러스 원’ 동행자에게 종이 티켓을 발급하며,
이 티켓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요청 시 해당 종이 티켓을 제시해야 합니다.

AT 버스의 접근성은 얼마나 좋나요?
•

모든 AT 더블 데커 또는 신형 버스는 완전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들은 차체를 낮추거나 램프를 펼칠 수 있으며,
예정된 경유지는 오디오 공지를 통해 전체 차량에 안내됩니다.

•

일부 오래된 버스 모델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나, 해당 버스는
내부가 협소해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선택한 경로에 대한 버스의 접근성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09 366
6400 번으로 AT 에 문의해주세요

AT 토탈 모빌리티 카드란 무엇입니까?
•

아래는 카드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그린 카드’가 있는 경우 플러스
원 버스 컨세션을 이용하려면 이러한 새로운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

토탈 모빌리티 카드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신청하세요.토탈 모빌리티 제도(at.govt.nz)

어떤 질문이든
09 366 6400 을 통해 AT
또는 뉴질랜드 릴레이 서비스(nzrelay.co.nz)에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