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idRide H Line
Korean | 한국어

COMING IN

2023

King County Metro가 RapidRide H
노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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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인도, 교차로 및 차선 폐쇄

SW 148th St

Burien Transit Center

Burien

공사 관련 최신 정보 수신 및 공사 이메일 업데이트를 신청하려면 당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kingcounty.gov/rapidride/h

4th Ave SW

SW 136th St

SW 139th St

▶ 공사 현장 주변 공사 준비 및 주차 영향

알림 받기

신규 교통 신호

SW 112th St

▶ 120번 버스 노선의 임시 우회로 및 버스 정거장
이동
▶ 소음, 먼지와 파편 및 트럭 활동과 같은 일반적인
영향

신규 좌회전 차선

SW 107th St

SW

▶ 보행자, 자전거 및 바퀴 이용자를 위한 우회로

신규 횡단보도 및
깜빡이는 보행자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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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영역 주변에 교통 안내 신호수

횡단보도 개선

SW 102nd St

SW 106th St

Elliott Bay

▶ 임시 주차 제한

▶ 주기적으로 차선 및 진입로 폐쇄

■ 신규 화단 및 중앙
회전 차선

15th Ave SW

20th Ave SW

Seattle

6th Ave SW

▶ 일반 공사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30
분까지, 때때로 주말 및 야간 작업

■ 신규 사업체
접근로 및
대중교통(BAT)
차선

SW Roxbury St

Metro는 복도에 안전 개선 시설들을 건설 중이며
향후의 RapidRide H 노선 버스 터미널에 RapidRide
브랜드 쉼터와 편의 시설이 있도록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저희는 공사 전반에 걸쳐 노선의 이웃
주민들, 사업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한테 연락을
취해 작업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통보할 것입니다.

공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RapidRide 터미널

SW Barton St

26th Ave SW

King County Metro는 시애틀 교통부
및 뷰리엔 시와 함께, 가장 붐비는 10
개 노선 중 하나인 120번 버스 노선을
RapidRide H 노선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기호 설명:

SW Henderson St

SW 150th St

Burien
Transit
Center

2023년도 부터 뷰리엔과 화이트 센터를 델리지 동네를 거쳐 시애틀 시내/
사우스레이크 유니온으로 연결하는 RapidRide H 노선은, 이동 시간과 신뢰도,
기타 버스 및 Sound Transit 링크 라이트 레일로의 환승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향상된 터미널

RapidRide 버스 터미널은 승객들에게 더 많은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빈번하고믿을 수 있게 여행하고 버스를 탑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그레이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신규 쉼터, ORCA 카드 리더기, 조명, 실시간 여행 정보, 추가좌석 및 모든 문
탑승

프로젝트 알림 신청:
www.kingcounty.gov/rapidride/h

▶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1/3마일 간격으로 터미널 배치

▶ 지역 사업체 및 지역사회 모임 장소로부터 접근성이 쉬운 터미널

접근성 및 안전성 강화

RapidRide 업그레이드를 통해 버스로 보행자 및 휠체어 탑승이 더 수월해집니다.
업그레이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규 횡단보도 신호 및 횡단보도

공사 핫라인: 206-257-3079
rapidride@kingcounty.gov

Para solicitar esta información en
Español, sírvase llamar al 206-257-3079
o envíe un mensaje de correo electrónico
a community.relations@kingcounty.gov

▶ 신규 인도, 인도 보수 작업 및 ADA 준수 램프

Si aad u weyddiisato inaad ku hesho
macluumaadkan Af-Soomaali, fadlan
wac 206-257-3079 ama iimayl u dir
community.relations@kingcounty.gov

승객들은 RapidRide 업그레이드로 이동 시간의 감소를 경험할 것입니다. 추가
서비스 개선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Để có các thông tin này bằng tiếng Việt, xin
gọi số 206-257-3079 hoặc gửi điện thư đến
community.relations@kingcounty.gov

속도 및 신뢰도 향상

▶ 더 잦은 버스 운행-종일 15분 간격, 매일 운행, 교통 혼잡 시간에는 최소 10분
간격
▶ 야간 및 주말 운행 서비스 추가

▶ 버스 및 사업체 출입 차량용으로 지정된 사업체 접근 및 트랜짓(BAT) 노선
▶ 버스 우선 신호

▶ 특정 터미널 개선 사항
RapidRide
터미널 컨셉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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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57-3079번으로 전화하거나
community.relations@kingcounty.gov
로이메일을 보내시면 이정보를
한국어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如果要索取本資訊的中文版，
請致電 206-257-3079 或發電郵給
community.relations@kingcoun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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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는 난간
벤치

쓰레기통

보행자 등주

푸시 버튼을 이용한 주문형 조명
기술 철탑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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