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 축소 일정 
잠정적 운행 축소 
 
King County Metro는 COVID-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운행 서비스를 
축소했습니다. 운행 축소 일정은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노선 및 서비스에 대한 최신 자료, 탑승 방법 관련 지침, 거동이 불편한 
승객들을 위한 옵션을 참조하세요.  
 

운행 축소 일정이란 무엇인가요? 

지역적으로 COVID-19에 대한 대응이 확산되면서 Metro는 운행 축소를 단행했습니다. 본 운행 축소는 
매일 지역 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운행 축소 일정에 따라 1일 버스, 커뮤니티 셔틀, 경전철, 전차, 수상 택시의 운행 빈도가 줄게 됩니다. 
또한 오전의 대중교통 운행 시작 시간은 늦어지고 운행 종료 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일부 노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는 운행이 중단될 것이며, 일부 노선은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취소될 것입니다. 

 

주간 운행 노선 및 서비스, 2020년 6월 22일 개시 

대부분 또는 전면 운행되는 노선 및 서비스  
(2회 이하로 운행이 축소되는 노선) 

A Line, B Line, F Line, 8, 11, 21 Local, 24, 26, 31, 32, 33, 45, 48, 49, 50, 60, 62, 64, 65, 67, 70, 71, 73,  
75, 101, 102, 105, 106, 107, 111, 120, 124, 125, 128, 131, 132, 148, 150, 153, 156, 164, 166, 168, 169, 
180, 181, 182, 183, 187, 193, 204, 208, 217, 218, 221, 224, 240, 245, 255, 257, 269, 303, 304, 309, 311, 
330, 331, 345, 346, 347, 348, 373, 631 (Burien Community Shuttle), 635 (Des Moines Community 
Shuttle), 901, 903, 906, 908, 914, 915, 916, 917, 930, Water Taxi Vashon 노선  

운행 횟수가 줄거나 및/또는 운행 시간이 단축되는 노선 및  
서비스 

C Line, D Line, E Line, 1, 2, 3, 4, 5 Local, 7, 10, 12, 13, 14, 21X, 27, 28, 36, 40, 41, 43, 44, 74, 118 & 
119 (Vashon 지역 노선), 212, 225, 226, 230, 231, 239,  241, 250, 271, 301, 372,  773 & 775 (Water Taxi 
Shuttles), 907, Water Taxi West Seattle 노선, First Hill Streetcar, Link Light Rail, Via to Transit(운행 
지역 변경) 

취소된 여정 확인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schedules-maps/reduced-schedule/canceled-trips#weekday


전면 중단되는 노선 및 서비스 

5X, 9, 15, 17, 18, 19, 22, 29, 37, 47, 55, 56, 57, 63, 76, 77, 78, 113, 114, 116, 118X &119X (Vashon 
급행 노선), 121, 122, 123, 143, 154, 157, 158, 159, 167, 177, 178, 179, 186, 190, 192, 197, 200, 214, 
216, 219, 232, 237, 246, 249, 252, 268, 308, 312, 316, 342, 355, 628 (Snoqualmie Community Shuttle), 
630 (Mercer Island Community Shuttle), 823, 824, 886, 887, 888, 889, 891, 892, 893, 894, 895, 910, 913, 
931, 952, 980, 981, 982, 984, 986, 987, 988, 989, 994, 995, Black Diamond/Enumclaw Community Ride, 
Shoreline/Lake Forest Park Community Ride, Normandy Park Community Ride, Sammamish 
Community Ride, Juanita Area Community Ride, Bothell/Woodinville Community Ride, South Lake 
Union Streetcar 

 

토요일 운행 노선 및 서비스, 2020년 6월 27일 개시 

매주 토요일 대부분 또는 전면 운행되는  
노선 및 서비스 

A Line, B Line, C Line, D line, E Line, F Line, 1, 2, 3, 4, 5, 7, 8, 10, 11, 12, 13, 14, 21, 24, 26, 27, 28, 31, 
32, 33, 36, 40, 41, 43, 44, 45, 48, 49, 50, 60, 62, 65, 67, 70, 71, 73, 75, 101, 105, 106, 107, 118, 120, 124, 
125, 128, 131, 132, 148, 150, 156, 164, 166, 168, 169, 180, 181, 182, 183, 187, 204, 208, 221, 225, 226, 
230, 231, 239, 240, 241, 245, 250, 255, 269, 271, 331, 345, 346, 347, 348, 372, 635 (Des Moines 
Community Shuttle), 901, 903, 906, 908, 914, 915, 916, 917  

매주 토요일 운행 횟수가 줄거나 및/또는 
운행 시간이 단축되는 노선 및 서비스 

First Hill Streetcar, Link light rail, Via to Transit(운행 지역 변경) 

취소된 여정 확인 

매주 토요일 전면 중단되는 노선 및 서비스 

22, 47, 249, 910, South Lake Union Streetcar, Water Taxi West Seattle route,  Shoreline/Lake Forest Park 
Community Ride, Normandy Park Community Ride, Sammamish Community Ride, Bothell/Woodinville 
Community Ride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schedules-maps/reduced-schedule/canceled-trips#saturday


일요일 운행 노선 및 서비스, 2020년 6월 28일 개시 

매주 일요일 대부분 또는 전면 운행되는 노선 및 서비스 

A Line, B Line, C Line, D Line, E Line, F Line, 1, 2, 3, 4, 5, 7, 8, 10, 11, 12, 13, 14, 21, 24, 26, 27, 28, 
32, 33, 36, 40, 41, 43, 44, 45, 48, 49, 50, 60, 62, 65, 67, 70, 73, 75, 101, 105, 106, 107, 118, 120, 124, 
125, 128, 131, 132, 148, 150, 156, 166, 168, 169, 180, 181, 182, 187, 221, 225, 226, 230, 231, 239, 240, 
241, 245, 250, 255, 271, 331, 345, 346, 347, 348, 372, 901, 903 

매주 일요일 운행 횟수가 줄거나 및/또는 운행 시간이 단축되는 노선 

First Hill Streetcar, Link light Rail, Via to Transit(운행 지역 변경) 

매주 일요일 전면 중단되는 노선 및 서비스 

22, 47, 249, South Lake Union Streetcar, Water Taxi West Seattle 노선, Shoreline/Lake Forest 
Community Ride, Bothell/Woodinville Community Ride 

 

대안 노선: 

Sound Transit 

Link light rail은 현재 매일 대부분의 운행 시간 동안 20분마다 운행되고 있습니다. Sounder 서비스 및 
일부 ST Express 버스 노선 운행 일정도 축소됩니다. 환승객들은 Sound Transit의 운행 알림을 
확인하세요. 

Access 

Access 보조교통 프로그램은 정상 운행을 유지하고 위생 소독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행 축소 
일정 기간 동안 Access는 일반적인 대중교통 네트워크로 필수적인 이동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 
승객들에게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Access 프로그램 사용 인증을 받지 않은 장애인 승객 분들도 
포함됩니다. 

참고 

모든 Metro의 이동 옵션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지속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며, Metro가 수렴하는 
공중보건 담당자들의 의견과 파악된 지역사회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s://www.soundtransit.org/ride-with-us/service-alerts
https://kingcountymetro.blog/2020/03/03/march-3-metro-implements-new-cleaning-procedures-across-fleet-to-limit-spread-of-novel-coronavirus/


Community Van 

필수 이동에 필요한 Community Van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운전 자원봉사자가 있는 한 다음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운행됩니다. 

• Bothell / Woodinville / UW Bothell 
• Duvall 
• Sammamish 
• Kenmore / Kirkland 
• Lake Forest Park / Shoreline 
• Vashon 

Trailhead Direct 

COVID-19에 대한 대응으로 Public Health – Seattle & King County(공중 보건국 - 시애틀 & 킹 카운티, 
King County Metro 및 King County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Parks(DNRP, 킹 카운티 천연자원 
및 공원 관리부)의 지침에 따라 Trailhead Direct는 현재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Water Taxi 

Vashon 및 West Seattle 노선들은 현재 아래 목록의 일정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셔틀 773 및 775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King County Metro Water Taxi의 변경된 주중 운행 일정  
2020년 6월 22일 개시 

WEST SEATTLE 노선 

출발  
Pier 50 

출발  
West Seattle 

출발  
Pier 50 

출발  
West Seattle 

오전 5:55 오전 6:15 오후 3:25 오후 3:45 

오전 6:30 오전 6:50 오후 4:05 오후 4:25 

오전 7:05 오전 7:25 오후 4:45 오후 5:05 

오전 7:40 오전 8:00 오후 5:25 오후 5:45 

오전 8:15 오전 8:35 오후 6:05 오후 6:25 

오전 8:50 오전 9:10 오후 6:45 오후 7:05 

 

  



 

 

VASHON ISLAND 노선 

출발  
Pier 50 

출발  
Vashon 

출발  
Pier 50 

출발  
Vashon 

오전 5:30 오전 6:10 오후 4:30 오후 4:58 

오전 6:38 오전 7:10 오후 5:30 오후 5:58 

오전 7:40 오전 8:15 오후 6:30 오후 6:58 

Seattle Streetcar 

Seattle Streetcar는 계속해서 축소 일정에 따라 운행될 것입니다. 

• 운행 축소 기간 동안 First Hill Streetcar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변동 없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될 것입니다. 

• South Lake Union Streetcar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기타 대중교통 기관 

• Community Transit 
• Everett Transit 
• Intercity Transit 
• Island Transit 
• Kitsap Transit 
• Pierce Transit 
• Skagit Transit 
• Sound Transit 
• South Lake Union Streetcar 
• Washington State Ferries 

 

최신 운행 정보 

버스 출발 확인 문자 

정류장 ID를 62550번으로 문자로 발송하시면 다음 대중교통 서비스의 출발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정류장의 다음 출발 시간이나 취소된 운행 일정을 회신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정류장 ID는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나 Trip Planner 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communitytransit.org/
http://www.everetttransit.org/
http://www.intercitytransit.com/Pages/default.aspx
http://www.islandtransit.org/
http://www.kitsaptransit.org/
http://www.piercetransit.org/
http://www.skagittransit.org/
http://www.soundtransit.org/
http://seattlestreetcar.com/
http://www.wsdot.wa.gov/ferries/


 
Trip Planner 사용 

Trip Planner에서, "Next Departures(다음 출발)"를 선택한 뒤, 위치 주소, 교차로 또는 랜드마크를 
입력하고 지도나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세요. Trip planner에 예정 또는 예상 출발 
시간과 취소된 여정이 표시됩니다. 

 

전화 통화 및 언어 지원 요청 

여정 계획에 대한 지원과 운행 축소 일정과 관련된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저희 콜센터 206-553-3000(WA Relay 711)번으로 연락하세요.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번호로 연락하세요. 전화하셔서 사용하시는 언어를 말씀하시면 
교환원이 통역사와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206-553-3000번으로 연락하세요 WA Relay: 711. 

 
대중교통 알림 서비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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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트위터에서 Metro를 팔로우해 주세요. 

 

Metro Matters 블로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Metro의 대응 방식은 Metro 블로그 포스트를 참조하세요. 

 

서비스 알림 

특정 노선 알림을 확인하세요. 본 알림에는 여정 취소, 변경, 또는 연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참고 

운행 축소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 고객 정보 계획 툴과 타사 앱의 Metro 및 Sound Transit 운행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에는 Metro의 임시 운행 축소 일정이나 Sound Transit의 운행 
축소 관련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 및 버스 정류장 정보 등 유용한 정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https://tripplanner.kingcounty.gov/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alerts-updates/signup.aspx
https://twitter.com/kcmetrobus
https://kingcountymetro.blog/tag/coronavirus/
https://kingcounty.gov/depts/transportation/metro/alerts-updates/service-advisories.aspx


Metro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여러분 자신은 물론, 다른 승객과 Metro 직원들을 보호해 주세요. 

• 몸이 아프면 집에 계세요.
• 마스크나 안면 덮개를 착용하세요.
• 손을 자주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는 입을 가리고 하세요.

교통수단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세요. 

• 버스 정류장, 지붕이 달린 버스 정류소, 페리 터미널, RapidRide 및 Streetcar/Light Rail 역, 환승
센터에서는 최소 6피트(1.8미터) 거리를 유지하세요.

• 버스 크기에 따라 버스 탑승 승객 인원은 12명 또는 18명으로 제한됩니다.
• 승객 간 추가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좌석은 비워둡니다.
• 여러분 자신은 물론, 다른 승객과 Metro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나 얼굴 덮개를 착용해
주세요.

• Metro는 일시적으로 무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ORCA 카드를 찍지 않으셔도 되며 지폐나
동전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경사로나 받침대가 필요하거나 우대석을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뒷문으로
탑승해 주세요. 탑승이나 안전을 위해 경사로가 필요하거나 버스 높이를 낮춰야 하는 경우에는
버스 앞문 위치에서 대기하셨다가 운전기사에게 요청하세요.

• 버스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 설치된 '안전 스트랩' 뒤에 서시고, 우대석을 이용해야 하는
승객들을 위해 앞 좌석은 비워 주세요.

대중교통 이용 시 6피트(1.8미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 버스 정류장, 지붕이 달린 버스 정류소, 페리 터미널, RapidRide 및 Streetcar/Light Rail 역, 환승
센터에서 6피트(1.8미터) 거리는 대략적으로 소파 하나 길이 정도입니다.

• 버스에서는 좌석 1줄 걸러 1명씩 앉으시면 됩니다.
• Streetcar와 Link light rail에서는 좌석 3줄 걸러 1명씩 앉으시면 됩니다.

최소

6
피트(1.8
미터) 

Metro를 타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멀리 거리를 유지하세요.

최소

6
피트(1.8
미터) 

승차를 기다릴 때는 다른
사람들과 6피트(1.8미터) 
이상 떨어져서 있으세요



• Water Taxi에서는 1줄 걸러(각 줄의 탑승자 간 최소 좌석 3칸 간격) 1명씩 앉으시면 
됩니다. 

관련 업데이트 

COVID-19에 대응하는 Metro의 기타 공공 안전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버스 및 대중교통 차량/선박 매일 소독 
• 신속한 대응을 위한 Department Operations Center(부서 운영 센터) 출범 
• 방문 고객 서비스 사무소를 임시 폐쇄하고 전화 및 온라인 옵션 장려 
•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택에 머무르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유급 휴가 정책 강화 

• 신속한 대응 및 지속적인 개선에 주력하는 청소 작업반 운영 

 

Metro의 약속 

 
 
 
Metro 승객 대부분은 기타 교통 옵션이 있음에도 대중 교통을 선택하지만 상당히 또는 전적으로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운행 축소 노선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Metro는 의료 서비스, 식료품점, 직장 및 기타 주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 해당 노선에 
의존하는 승객들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가능한 많은 노선의 일부 서비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운행 
축소를 설계했습니다. 

Metro는 장애 문제가 있는 고객들을 대변하는 지역사회 단체들을 비롯하여 주로 대중 교통에 
의존하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지역사회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Metro는 해당 지역사회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 수요를 파악하고 이 시기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kingcounty.gov/metro 
206-553-3000 
 

https://kingcountymetro.blog/2020/03/03/march-3-metro-implements-new-cleaning-procedures-across-fleet-to-limit-spread-of-novel-coronavirus/
https://kingcountymetro.blog/2020/03/17/covid-19-update-metro-to-temporarily-close-in-person-customer-service-locations-starting-march-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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