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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 전화로 등록해 주십시오. 대면 등록 예약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Metro 패스 판매소에서는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상기 6가지 주정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 중 1가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면, DSHS 고객 서비스 
센터(877-501-2233)로 문의해 
주십시오.

보조금 연간 패스를 통해 King 카운티 
Metro와 Sound Transit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패스는  12개월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 King, Pierce 또는 Snohomish 

카운티에 거주. 
•  현재 다음과 같은 주 정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되어 있음:
1  한시적 빈곤 가정 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워싱턴주 가정 지원(State 
Family Assistance, SFA) 

2  임신 여성 지원 프로그램(Pregnant 
Women Assistance, PWA) (여성, 
유아 및 아동 영양 보충 프로그램/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또는 임신 기간 의료 프로그램/
Pregnancy Medical에 해당하지 
않음) 

3  난민 현금 지원(Refugee Cash 
Assistance, RCA) 

4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사회 보장 
연금/Social Security Income에 
해당하지 않음) 

5  고령자,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인 
현금 지원(Aged, Blind or Disabled, 
ABD) 

6  주거 및 필수품 지원(Housing and 
Essential Needs, HEN) (주택 
도시 개발/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 해당하지 
않음)

대면 등록이 가능한 사무소:
ORCA LIFT/공중 보건 사무소 
(Public Health Office) 
201 S Jackson St, Seattle, WA 98104
• 월~목: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오후 1~2시 미운영) 
• 금: 미운영 
• 매달 두 번째/네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연휴 주말 기간 제외) 

Federal Way 공중 보건 센터(Public 
Health Storefront) 
1640 S 318th Pl, Federal Way, WA 98003
• 월~목: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 금: 미운영 
• 매달 첫 번째/세 번째/다섯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연휴 주말 기간 
제외) 

카톨릭 커뮤니티 서비스(Catholic 
Community Services) 
Randolph Carter 센터  
100 23rd Ave S, Seattle, WA 98144
• 월, 금: 오전 9시~오후 4시 
• 수: 오전 9시~오후 12시 

전화 등록이 가능한 사무소:
공중 보건(Public Health)—Seattle 
& King 카운티 지역 사회 건강 접근성 
프로그램(Community Health Access 
Program) 
800-756-5437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 (오후 1~2시 
미운영)

사회 복지 서비스부 (DSHS)
고객 서비스 센터
877-501-2233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

카톨릭 커뮤니티 서비스(Catholic 
Community Services) 
206-960-1582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

자세한 정보 확인

reducedfares@kingcounty.gov
206-477-4200
kingcounty.gov/SubsidizedAnnualPass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