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풀(Vanpooling):
기본 사항 및 혜택



Flip Your Trip이란 무엇입니까?
 웨스트 시애틀 교량 폐쇄로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를

위한 이동성 지원

 웨스트 시애틀, 사우스 파크 또는 조지타운에서 거주

또는 일하는 모든 사람

대중교통이나 스쿠터 무료 탑승에 사용 가능한 $25

밴풀 지원

시기별 프로모션 및 이벤트

이동 계획 지원



대중교통

대중교통 무료 탑승에 사용 가능한 $25
버스
웨스트 시애틀 수상 택시
링크 경전철
사운드 트랜짓 익스프레스 버스
시애틀 전차

무료 탑승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
Transit GO Ticket 앱 사용
기술적인 접근이 제한된 지역 사회 구성원을
위한 ORCA 카드 옵션

 맞춤형 이동 계획 지원



스쿠터 및 자전거 공유 서
비스
 기존의 모든 스쿠터 공유 서비스에 이용 가
능한 $25 무료 탑승권

 대중교통에 접근하기 좋은 방법
 걷는 것보다 빠르고 멀리 갈 수 있음
 번거롭게 주차할 필요 없음

 형평성을 위해 할인된 가격 이용 가능



걷기, 자전거 타기 및 바퀴
가 달린 기구 타기

 봄 프로그램을 편성 중입니다!

이동식 자전거 수리

그룹 자전거 타기

수업 및 클리닉

 자전거를 이용하면 이동 방법을 늘리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Metro는 밴풀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습니다.



밴풀 & 밴셰어(Vanshare)
Flip Your Trip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Metro 밴은 낮은 교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밴은 HOV 차선을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밴풀과 밴셰어 모두 다음을 포함합니다:

 교량이 재개될 때 까지 새로운 승객의 무료 이
용

 2명만으로 새로운 Metro 밴 시작 가능



밴풀이란 무엇입니까?
• 근처 지역에 거주하며 일하는 통근
자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2명 이상).

• 이동 범위는 20~200마일 이상
• 그룹 운영

• 밴은 운전자의 집에 주차
• 1-2곳에서 모여서 출발
• 목적지까지 바로 출퇴근
• 예비 운전자를 두어 안정성 유지
• 편도 또는 파트타임 승차자를 위한
유연한 스케줄



어떻게 운영됩니까?
•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밴, 연료, 
보험, 유지 보수, 긴급출동 지원 및 긴급
귀가 차량.

• 비용: 거리, 주당 이용일, 차량 크기 및
참가자 수 기준

• 지불: 일부 고용주는 밴풀 비용을 지원합
니다. 귀사의 인사부에 문의하십시오.

• 귀가 보장: 가족 비상 상황, 일정 변경 또
는 질병 발생의 경우 무료 승차



밴풀 이용시의 장점
• 시간 절약

• 낮은 교량 이용 가능
• HOV 이용 가능

• 비용 절감
• 개인 차량 사용 및 비용 절감
• 주차 요금 절감

• 그룹 구성원이 함께 부담
• 일부 직장에서 비용 할인 또는 무료

• 웰빙에 도움
• 안정적인 통근
• 정시에 집에 도착
• 운전 부담 감소



밴셰어(Vanshare): 대중교통까지 오고
갈 수 있도록 연결

• 밴셰어는 밴풀과 유사합니다

• 밴셰어는 대중교통에 연결해 줍니
다

• 대중교통(기차, 버스, 페리 또는
수상 택시)까지 오가는 그룹

• 밴은 환승 센터, 경전철역, 페리
터미널 등에 주차

• 대중교통과 목적지들을 연결해
줌(최대 20마일)

• 비용: 고정 요금 $200/월



웨스트 시애틀 밴셰어 기회

•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연결 개선
• 웨스트 시애틀 수상 택시
• SODO 경전철역
•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 주차장

• Spokane Street (북쪽)
• Olsen-Myers (남쪽)

Kingcounty.gov/VanpoolSavesTim
e



밴풀 또는 밴셰어 찾는 방법
 Metro의 빠른 좌석 찾기(quick seat 

finder)

 승차 공유 온라인(Rideshare Online)

 회사의 인사부(HR)



Metro 밴풀 빠른 좌석 찾기

 그룹이 형성됨에 따라 추가
됨
 경로의 세부 정보 제공
 공개 연락처 정보

www.kingcounty.gov/metrovan
s



RideshareOnline.com  승차 공유를 원하는 사람들 찾
기

 최적 일치 항목에 따라 정렬되
는 목록

 검색을 쉽게 수정하거나 새로
만들기 가능

 자신의 목록에서 다른 승차자
에게 직접 연락



밴풀 정보 KingCounty.gov/metrovans

밴풀 관련 질문 vanpool@kingcounty.gov

Flip Your Trip에 가입하세요 http://FlipYourTrip.org

Flip Your Trip 관련 질문 info@FlipYourTrip.org

교량 관련 일반 질문 WestSeattleBridge@seattle.gov
(206) 400-7511

질문이 있으십니까?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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