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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대중교통:  
Metro가 더욱 건강해졌습니
다.
운행하는 동안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King 
County Metro 탑승과 관련한 대대적인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이동 계획 도구, 승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Metro의 조치, 다음 이동을 준비하는 
방법, ORCA 카드 등 비접촉식 결제 수단 사용법 
및 종일 운행 빈도가 높은 지역의 네트워크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객의 건강이 최우선 사항입니다. Metro의 일일 
소독 프로토콜, 비접촉식 결제 옵션 및 에어 필터 
업그레이드는 앞으로도 무기한 계속됩니다. 

일부 노선의 경우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일시 
중단되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aria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안전하게 Metro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schedules-maps/service-change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schedules-maps/service-change
https://www.youtube.com/watch?v=bQSfjy-Lvjw&autoplay=1&rel=0
https://www.youtube.com/watch?v=bQSfjy-Lvjw&autoplay=1&re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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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운행 정보

버스 출발 확인 문자

62550번에 정류장 ID를 문자로 보내고 다음 
대중교통 서비스의 출발 시간을 확인하세요. 
해당 정류장의 다음 출발 시간이나 취소된 
운행 일정을 회신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정류장 ID는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나 Trip 
Planner(이동 플래너) 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Trip Planner

Puget Sound Trip Planner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TripPlanner.kingcounty.
gov를 확인하세요. “Next Departures(다음 
출발)”를 선택한 뒤, 위치 주소, 교차로 또는 
랜드마크를 선택합니다. Trip Planner에 
일정 또는 예상 출발 시간과 취소된 여정이 
표시됩니다.

운행 일정 및 지도

Metro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운행 일정 및 지도를 참고하세요.

Twitter

Twitter에서 Metro를 팔로우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Metro Matters 블로그

Metro 소식과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대중교통 알림 서비스

이메일, 문자 또는 둘 다를 통해 알림 
메시지를 수신하시려면 미리 신청하세요.

서비스 알림 

특정 노선 알림을 확인하세요. 본 알림은 이동 취소, 변경, 또는 지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206-553-3000번으로 연락하세요   |  WA Relay: 711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text-departures.aspx
https://tripplanner.kingcounty.gov/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schedules-maps
https://twitter.com/kcmetrobus
https://kingcountymetro.blog/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alerts-updates/signup.aspx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alerts-updates/service-advisorie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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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Metro의 조치

시애틀 및 킹카운티 공중보건부(Public Health – Seattle & King County)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지침에 따라 다음을 비롯해 승객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가능한 한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든 차량 소독 에어 필터 업그레이드

안전 파티션

Metro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플 때는 집에 머무르세요 대중교통 알림 서비스에 등록하세요

소지하신 ORCA 카드로 요금을 납부하세요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보건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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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결제

Puget Sound 지역에서 보다 편리하고 건강하게 대중교통 운임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ORCA 카드를 
탭해 주세요. 

온라인 또는 직접 ORCA 카드를 구매하는 방법은 “Where to buy(구매 장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ORCA 카드 및 전자 지갑(E-purses) 재충전과 관련하여 고객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Metro의 Pass 
Sales Office(패스 판매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운임을 알아보려면 Fares(운임)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거나 Eligibility Tool(자격 조건 검색 툴)
을 이용하세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은 할인된 운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 또는 최근 
시작한 Reduced Fare Portal(운임 할인 포털)을 통해 등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Transit GO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단, Transit GO 티켓의 경우 할인 
운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일 운행 빈도가 높은 지역의 네트워크

King County Metro의 종일 운행 빈도가 높은 지역의 네트워크는 더 많은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계속하여 환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36개의 노선을 복원한 후, Metro는 2022년 3월 한층 
더 개선했습니다.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병원과 학교로의 더 쉬운 이동, 시애틀 중부 및 남동부에서 더 
많은 야간 서비스 제공, 시애틀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운행 일정 증가 등이 있습니다.

Metro의 약속

지역 내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King County Metro는 팬데믹 기간 동안 결코 운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시든 다시 이용할 계획이든, 대중교통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Metro는 약속 시간, 학교 수업, 여가 활동, 쇼핑,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편리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선택안입니다. 이전보다 안전하고 평등하며 더욱 지속 가능한, 더욱 든든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기관을 재건하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때 
저희의 목표는 Metro가 항상 여러분의 1순위 이동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fares-orca/orca-cards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fares-orca/where-to-buy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contact-us#visit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contact-us#visit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fares-orca
https://www.surveymonkey.com/r/R6G53FT
https://reducedfare.kingcounty.gov/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fares-orca/transit-go-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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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데이트

“It’s a great day to ride Metro” 인쇄 가능한 1페이지 안내문/포스터

“Ready when you are: A healthier Metro is here” 인쇄 가능한 1페이지 안내문/포스터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Report(2020년 10월)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Report Progress Update(2021년 3월)

https://kingcounty.gov/~/media/depts/metro/schedules/ready-when-you-are/its-a-great-day-to-ride-metro.pdf
https://kingcounty.gov/~/media/depts/metro/schedules/ready-when-you-are/ready-when-you-are-poster.pdf
https://kingcounty.gov/~/media/depts/metro/schedules/ready-when-you-are/metro-covid-recovery-report.pdf
https://kingcounty.gov/~/media/depts/metro/schedules/ready-when-you-are/metro-covid-recovery-report-update-march-202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