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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 GO 앱을 사용하여
무료 탑승에 사용 가능한 $25를 받는 방법

1 FlipYourTrip.org에 가입합니다

http://FlipYourTri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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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받은 편지함에서 귀하의 고유한
Invite Code(초대 코드, 여기에 빨
간색 원으로 표시됨)가 포함된
Welcome Email(환영 이메일)을 찾
습니다

안드로이드(Android) 및 아이오에
스(iOS, 아이폰)에서 Transit GO 
Ticket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3

4
해당 앱에서 계정을 설정합니다. 귀하
의 이름 및 이메일을 제공하고 암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재정 정보도 입
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FLIP####

https://apps.apple.com/us/app/transit-go-ticket/id1131345078?ls=1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bytemark.tgt&hl=en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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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ansit GO 앱의 메인 메뉴에서
Rewards(보상)를 선택합니다

아이오에스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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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영 이메일에서 받은 고유한
Invite Code(초대 코드)를 입력하
세요.

F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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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앱을 사용하여 여행 수단을
바꾸는 법을 알아보려면 Start 
Your Journey(여행 시작)를 선
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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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당 앱에서 Flip Your Trip의
주요 기능을 확인하세요.

무료 탑승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적립 포인트.

무료 탑승에 사용할 수 있는
$25 상당의 가입 보너스 등
과 같은 신규 적립 포인트.

캠페인 카드. 더 많은 포인트를
얻으려면 이러한 활동들을 완료
하세요. 더 많이 탑승할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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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탑승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

Transit GO 앱을 설정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료 탑승을 위해
해당 앱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수상 택시 탑승을 예
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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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를 사용하려면:
a. Redeem(상환)을 선택하세요
b. 무료로 탑승할 교통 수단을 선택
하세요.

수상 택시를 선택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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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티켓
을 구입하세요

티켓 구입 시 사용될 포인트와
티켓 구입 후 남는 포인트가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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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티켓을 수령하기 위해 View 
Ticket(티켓 보기)를 선택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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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와 같은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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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의 "View Ticket(티켓
보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Use(사용)" 탭으로 이동하여
사용 가 능한 모바일 티켓을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 팁!
포인트를 사용하여 티켓을 미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사용하기 위해
지갑에 티켓 몇 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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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 GO 앱에서 티켓을 사용하는 방법

하이파이브! 무료 탑승에 포인
트를 사용하신 것을 축하드립
니다!

다음으로, 포인트로 구입한 티
켓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
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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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메뉴로 이동하여 Use(사용)
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려는 티켓을 선택합니다.

2

안드로이드

아이오에스(아이폰)

Available(사용 가능) 탭을 선택
하면, 사용 가능한 티켓들을 보
여 줍니다. 여기에 수상 택시 티
켓이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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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티켓을 활성화하세요.

티켓을 선택하면, 설정된 시
간 동안 활성화됩니다:

수상 택시 이용 가능 시
간 1시간

버스 이용 가능 시간 2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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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앱에 활성화된 티켓이 표시됩니
다.

탑승 시 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전자 티켓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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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팁!
앱에서 활성화된 티켓을 찾기 위해 되돌
아가야 하는 경우, 기본 메뉴의 Use(사
용)로 이동하여 Active(활성화) 탭을 선
택하세요.

운영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티켓을 선택
하세요.

Expiration: 10/07/21 10:30 AM

Expiration: 10/07/21 10:3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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