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은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화성시 무상교통
202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성시 청소년 무상교통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화성시 거주 만7~18세 청소년(주민등록 기준)
- ex) 2014. 6. 1. 출생자는 2021. 6. 1.부터 지원 대상 포함(대상자 연령은 일단위 기준)
- 교통카드는 지원 대상 도래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다른 시에서 화성시로 전입한 경우, 화성시 내에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주소가 화성시민이 아니라고 뜨는 경우 버스혁신과로 문의 요망

□ 신청 및 이용
○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https://savebus.hscity.go.kr)에서 신청
(포털 검색창에서 ‘화성시 무상교통’ 검색)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실물 카드

후 카드발송

신청 방법

(7~10일 소요)

- 카드 수령 후

교통카드 충전 및 이용
- 편의점에서 충전 시
생년월일

홈페이지에
카드번호 등록

-가입 시 대상자

등록 후 사용
*미등록 시 성인요금 결제
및 차액 미지급

명의 계좌번호 입력

회원가입

모바일 카드

교통카드 등록

교통카드 충전 및 이용

- 가입 후 캐시비 어플의

- 카드 충전 시

- 홈페이지 회원가입

카드번호를 홈페이지에

캐시비 어플 실행

(별도 카드배송 X)

등록

(편의점-수수료無)

-가입 시 대상자

- 캐시비 모바일에서

- 카드 이용 시

명의 계좌번호 입력

청소년 할인등록

NFC기능 활성화 후

(생년월일 입력)

태그(ios 미지원)

신청 방법

□ 지급 방법 (이용 내역 정산 후 익월 25일 지급)
○ 월별 대상자가 이용한 카드 비용을 정산 및 계좌검증 후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
※ 장애인 별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시 운영기관과 정산하여 대상자 계좌 지급

□ 지원 내용
○ 화성시 관내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 마을버스 요금(좌석, 광역, 시외, 공항버스 제외)
- 승·하차 정류소 기준, 타 지자체(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포함)요금은 지원 제외
-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장애인: 별도교통수단(시 이동지원서비스)이용요금 지원
(신청 시 화성시 무상교통과 시 이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 중복신청 불가)

□ 중복 지원 불가
○ 화성시 무상교통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중복신청 불가(본인에게 유리한 교통사업 선택)
※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의 교통비를 받는 경우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중복 수령 확인 시 환수 조치되며 지급 중지될 수 있음)

□ 문의 화성시 버스혁신과 무상교통팀(031-5189-7120,7121,5036), 화성시 콜센터(1577-4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