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기본 정보
(Transit 101)



현지 대중교통 옵션

메트로 버스

웨스트 시애틀 수상
택시

사운드 트랜짓 익스
프레스 버스

ST 링크 경전철

시애틀 전차



메트로 버스
웨스트 시애틀, 사우스 파크 및
조지타운에는 20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이 있습니다.
● 래피드라이드 C 라인
● 메트로 트랜짓 버스
● 웨스트 시애틀 수상 택시
● 사운드 트랜짓 익스프레스 버스

이들을 통해 더 많은 대중교통으로 연결
이 가능합니다!
● 링크 경전철
● 시애틀 전차



래피드라이드

C 라인
● Westwood Village
● Fauntleroy
● Alaska Junction
● 시애틀 다운타운
● 사우스 레이크 유니온

여정을 연장하려면 자전거나
도보 이용

10분 간격 심야/이른 아침 주 7일



사운드 트랜짓 익스프레스 버스

ST 560번 노선

• Westwood Village

• 시택 공항

• 렌튼

• 벨뷰



● Seacrest Park 와 다운타운 Pier 50 

사이 구간 운영

● 무료 셔틀 이용 가능

○ 773번 노선 (Alaska 및 Avalon 경유)

○ 775번 노선(Admiral 및 Alki 경유)

● 선상에 자전거 거치대 완비

● 반려견 동반 가능!

웨스트 시애틀 수상 택시



링크 경전철

● 19개의 경전철 역과 연결되는

링크 경전철(Link Light Rail)

● 메트로 버스를 이용하여 환승 가능

● 웨스트 시애틀 (21, 50, 125, 131/132)

● 사우스 파크 & 조지타운 (60, 124, 131/132)

● 자전거, 스쿠터 또는 승차 공유를 이용해 환승

가능



● 대중교통 중심지에서 목적지로

연결 가능

● 사우스 레이크 유니온 전차

● 퍼스트 힐 전차

○ 파이오니어 광장

○ 국제 지구

○ 센트럴 디스트릭

○ 퍼스트 힐

○ 캐피톨 힐

시애틀 전차



● 온라인으로 이동 계획을 세우세요.

● Flip Your Trip 팀, Hopelink 및 지역 교
통 관리 기관이 제공하는 개인 지원 이
용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 사용은 이동 계획에 도움
이 됩니다.

● 버스, 시청, 도서관 및 기타 사회 서비스
장소에서 시간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동 계획을 세우는 방법



● 여정의 세부 정보 입력: 출발지, 
목적지, 시간

● 동네 및 지역 내에서 이동할 경
우, 결과는 메트로 노선으로 제
한됨

● 여정의 세부 정보 입력: 출발지, 
목적지, 시간

● 다음의 경우에 최적
● 비교적 장거리 여정을 위한 계
획

● 여러 경로 옵션 제시

● 여러 대중교통 수단 사용

메트로의 이동 플래너
(Trip Planner)

구글 지도



● 전문화된 이동 서비스 포함

● 카운티 간 이동

● 이동을 위한 도구 목록

● 실시간 버스 위치 및 시간표 확인

● 다음 버스의 정차 시간을 확인하

세요!

One Bus Away 앱 FindaRide.org



• 62550번으로 해당 정류장 ID를 문
자 전송하세요

• 정류장 ID 번호(stop no.)는 거의
모든 버스 정류장 표지판에 게시되
어 있습니다.

• 앞으로 도착하는 버스의 번호와 도
착 시간을 받게 됩니다.

• 데이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6-553-3000으로 전화하여 동일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버스는 언제 오나요?



여러분을 위해 Flip Your Trip 팀이 이
동 계획을 만들어 드립니다!

https://bit.ly/TripPlanKO을 방문하세요

이동 계획 지원은 다음 언어로 제
공됩니다

English
Español
Soomaali
Afaan Oromoo
Tiếng Việt
简体中文
繁体中文
한국어
ែខ� រ

https://bit.ly/TripPlanKO
http://seattletraffic.org/flipyourtrip-es
http://seattletraffic.org/flipyourtrip-es
http://seattletraffic.org/flipyourtrip-so
http://seattletraffic.org/flipyourtrip-om
http://seattletraffic.org/flipyourtrip-vi
http://www.seattletraffic.org/flipyourtrip-zh-hans/
http://seattletraffic.org/flipyourtrip-zh-hant
http://seattletraffic.org/flipyourtrip-ko
http://seattletraffic.org/flipyourtrip-km


● 고객의 필요에 맞는 고유한 교통 옵션을 찾기

위해 일대일 지원 제공.

● 고객이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별화된 이동 계획 제공.

●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오후 4:00 운영

● 전화: 425-943-6760, 내선 번호 2

● 이메일: mobility@hopelink.org

Hopelink 교통 자원 지원 라인



킹카운티 메트로 통역사
206-553-3000으로 전화
1번을 눌러 통역사 요청
통역이 필요한 언어 말하기

사운드 트랜짓 통역사
1 (800) 823-9230으로 전화
통역이 필요한 언어 말하기

이동 계획 및 대중교통에 관한 질의를
위한 통역 서비스



교통 요금 지불 방법



Flip Your Trip이 제공하는 무료
탑승을 위한 $25를 이용할 수 있
는 두 가지 방법

Transit GO Ticket 앱
✔무료 앱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
✔전동 스쿠터 포함
✔포인트 적립

ORCA 카드 옵션
✔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 데이터 플랜이 없는 경우
✔ 앱 이용이 힘든 경우
✔ 기존 할인 운임 카드
✔ 노선 간 환승 가능



Transit GO Ticket 앱
앱 이용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단
계별 가이드를 이용하세요.

https://bit.ly/TgtKorean

https://bit.ly/TgtKorean


ORCA 카드

● 사용하기 쉬운 지역 교통 패스
● 새 카드 구입 비용 $5.
● 교통 요금 충전 용이.
● 충전된 요금은 만료되지 않음.
● 다른 버스 및 교통 기관 간에 환승 가
능.

● 대중교통 이용 시 마다 지불하거나 월
무제한 계정 설정 가능



성인
ORCA

청소년
ORCA

ORCA LIFT RRFP
지역 할인 운
임 허가

RRFP
지역 할인 운
임 허가

보조금이 지원
되는 연간 교
통 패스

성인

19 - 64세

청소년

6 - 18세

연방 빈곤 수준
(Federal 

Poverty Level)
의 200% 이하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 또는
메디케어

일부 주정부
혜택 프로그램

메트로 버스 $2.75 $1.50 $1.50 $1.00 $1.00 $0

경전철
SODO에서 다운

타운
$2.25 $1.50 $1.50 $1.00 $1.00 $0

웨스트 시애틀
수상 택시 $5.75 $5.75 $3.75 $2.50 $2.50 $0

ORCA 운임
편
도
요
금
샘
플



할인 운임 옵션

지역 할인 운임 허가(RRFP)
• 65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
• 메디케어 수혜자
• 신청 및 지침은 https://reducedfare.kingcounty.gov/en-US/
• 를 방문하세요

요금 샘플
• 메트로 버스, 사운드 트랜짓 버스, 링크 경전철 = $1.00
• 웨스트 시애틀 수상 택시 = $3.75
등록된 RRFP 카드에 $25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https://reducedfare.kingcounty.gov/en-US/


할인 운임 옵션
ORCA LIFT
• 소득 자격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이하

• 신청 및 지침은 https://reducedfare.kingcounty.gov/en-US/

• 를 방문하세요

요금 샘플
• 메트로 버스, 사운드 트랜짓 버스, 링크 경전철 = 

$1.00
• 웨스트 시애틀 수상 택시 = $3.75
등록된 ORCA LIFT 카드에 $25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https://reducedfare.kingcounty.gov/en-US/


보조금이 지원되는 연간 교통 패스
아래 프로그램 중 참여하는 것이 있다면

지원 자격이 됩니다

● 가족 임시 지원 (TANF)
● 난민 현금 지원 (RCA)
● 노인,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 현금 지원(ABD)
● 임신부 지원 (PWA)
● 생활 보조금 (SSI)
● 주택 및 필수 필요 (HEN)

신청 및 지침은 https://bit.ly/SubAnnPass 를 방문하세요

운임 = $0 (메트로 버스, 사운드 트랜짓 및 수상 택시 모두 무료)

https://bit.ly/SubAnnPass


온라인으로 귀하의 ORCA 계정을 관리하세요

● 요금 충전
● 잔액 확인
● 분실 또는 도난 카드 신고
● 새 카드 주문
● 기존 ORCA 카드로 $25 이전

자세한 내용은
orcacard.com을
방문하세요.

http://orcacard.com


킹카운티 메트로 액세스
(ACCESS)
● 이용 자격: 기존 고정 노선 버스를 이

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승차 공유 밴 서비스.

● 1-7일 전 미리 예약 후 탑승.

● 사전 신청서 필요.

● 전화 206 - 263 - 3113



●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가 진료 예약에

가고 올 수 있도록 돕는 승차 서비스로, 아래

사항 포함

○ 대중교통 지원

○ 가스 카드 상환

○ 문전 연결 서비스

● 연락처

○ 킹 카운티: (800) 923-7433

○ 스노호미시 카운티: (855)766-7433

Hopelink 메디케이드 교통 지원



Flip Your Trip 가입 http://FlipYourTrip.org

Flip Your Trip 관련 질문 info@FlipYourTri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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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link 자원 지원 라인 mobility@hopelink.org
(425) 943-6760

주요 연락처

mailto:info@FlipYourTrip.or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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