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00
$122

–
$20
–

$110
$132

$42
$51.50

5 세 이하의 아동은 요금을 지불하는
성인 당 한 명까지 무료이며 2 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잔돈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요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환승비 불포함)
1명
기본 요금

$1.75

75¢ 피크
시간
35¢ 비 피크
시간

문자 메시지 “Metro” 그리고 하차할
정거장 번호 또는 교차 지점을 41411
로 보냅니다.
브라우저를 m.metro.net 로 가져가
Nextrip 을 클릭합니다
511 로 전화를 걸고, “Nextrip” 이라고
말한 후 지시를 따릅니다.
Nextrip
Nextrip 은 위성 기술을 이용하여 버스나
전철의 정거장 예상 도착 시간을 승객의
전화로 보내줍니다. 이 편리한 무료 서비
스의 이용 방법:

현금 요금

운행 시간

요금은 버스 내에서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Metro 버스 및 철도서비스 차
량 은 대략 오전 4 시경에서부터 자정까
지 운 행이 계속됩니다. 차량들은 늦은
저녁시간 이나 주말에는 운행수가 적으
므로, 웹사이 트 metro.net 에서 운행시
간표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일반

$1.75

62세 이상
노인/
장애인/
메디케어

Metro Rail

Metro Rail

Metr

지도 및 휴대용 안내서

달려라 Metro

중요한 연락처 정보

달려라 metro

Metro 는 미국 전체에서 가
장 규모가 큰 교통기관에 속
합니다. Metro 를 이용 하시
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
지역을 통해 어느곳에도 가
실 수 있 습 니 다.

Metro 버스
저희 버스들은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통해
카운티 내의 대부분
주요 도로들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Metro Local
(지역내) 노선들은 대 략
2블록마다 정차하며, 오
렌지색(일부 경우 백색
바탕에 오렌지색 줄무늬)
페인트칠이 되어있습니다.
Metro Rapid 노선들은 주요
교 차로에만 정차하므로
속도가 빠르고, 빨간색
페인트칠이 되어있습니다.
Metro Express 노선들은
프리웨이 를 이용해 장거리
운행을 하며 아주 소수의
정거장에만 정차합니다

승차 노선 계획

Metro Rail
Metro Rail 은 Metro
Blue, Green, Red, Purple,
Gold 및 Expo 노선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etro Rail 시스템에는
총 80 개의 정거장이 있
으며, 각 정거장에서 많
은 버스로 갈아 탈 수 있
습니다.
Metro Orange 및 Silver
노선
Metro Orange 는 버스
만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산페르난도 밸리 (San
Fernando Valley) 지역
에서 운행됩니다. 이
차량들은 18개의정거장
에 정차하며, Metro Rail
전철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Metro Silver 노선은 프리
웨이로 운행할 때 익스프레
스 래인(ExpressLane )을
사용하고 거기에 정거장들
이 있습니다. 각 정거장에
서 많은 버스들과 연결 가
능합니다.

승차 방법:
고객 논평:
안전/응급사태:
휠체어 승강기 핫라인:
분실물 보고:

323.466.3876
213.922.6235
888.950.7233
800.621.7828
323.937.8920

기타 교통기관
여러 지역의 시정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역내 버스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교
통기관의 승차료가 Metro
와는 다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323.466.3876 로 전화하시
거나, 웹사이트 metro.net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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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9 월 현재

15-0293bg ©2014 lacmta

12-2068tr ©2012 LACMTA

7일 패스
30일 패스
30일 패스
+존 1
EZ 교통 패스
EZ 교통패스
+ 존1

75¢ 피크
시간
35¢ 비 피크
시간
(편도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2 시간
내 다른 Metro 로의 환승비 포함)
1일 패스
$7
$2.50
편도

일반

62세 이상
노인/
장애인/
메디케어

tap 요금

가장 이상적인 승차 노선을 알아
보시려면, 웹사이트 metro.net 에
서 Trip Planner 프로그램을 이용
하 시거나, 323.466.3876 로 전화
하십 시오.

1일 패스는 모든 Metro 버스 내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TAP 의 모든
요금은 선불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노인, 장애인 및 학생 할인 요금을
제공합니다. 할인 자격 요건 및
패스 판매 점포들의 전체 주소록이
필요하신 경우, 323.466.3876 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metro.net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Metro 요금은 Metro Rail 및
Metro Orange Line 역에서 TAP
자판기를 이용해 구입할 수 있는
재충전 가능 플래스틱 TAP 카드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패스는 카드를
처음으로 입력하실 때 작동됩니다.

tap 로 지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