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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데이	 날짜	 서비스

독립 기념일 ...............................................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서비스 없음, 모든 사무소 휴무.
노동절 ....................................................... 2018년 9월 3일 월요일 .............................서비스 없음, 모든 사무소 휴무.
재향 군인의 날 .......................................... 2018년 11월 11일 일요일 .........................정규 일요일 서비스 제공.
재향 군인의 날 ..........................................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서비스 없음, 모든 사무소 휴무.
추수감사절 ................................................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서비스 없음, 모든 사무소 휴무.
추수감사절 다음 날 ...................................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서비스 없음, 모든 사무소 휴무.
크리스마스 이브 .......................................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평일 서비스 제공, 오후 8시 이후 운행 종료.
크리스마스 당일 .......................................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서비스 없음, 모든 사무소 휴무.
새해 전날 ..................................................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정규 평일 서비스 제공.
새해 첫날 .................................................. 2019년 1월 1일 화요일 .............................서비스 없음, 모든 사무소 휴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 ..........................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서비스 없음, 모든 사무소 휴무.
대통령의 날 ...............................................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서비스 없음, 모든 사무소 휴무.
슈어드의 날 ...............................................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서비스 없음, 모든 사무소 휴무.
전몰 장병 기념일 ......................................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서비스 없음, 모든 사무소 휴무.
*홀리데이 서비스 일정은 피플무버 및 AnchorRIDES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홀리데이	서비스	일정*

정의

노선 버스가 경유하는 정해진 경로.
서비스	빈도 버스가 특정 루트에 운행되는 횟수.
서비스	신뢰성 버스가 지속적으로 일정에 맞게 운행될 수 있게 유지하는 능력. 
정시	운행	성과 예정 시간에서 최대 5분 이하의 시간에 버스가 도착하는 횟수. 이것은 서비스 신뢰성의 척도입니다.
서비스	시간 오전에 서비스가 시작되어 오후에 서비스가 종료되기까지의 시간.
소요	시간 버스가 한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월-금 토 일 월-금 토 일 월-금 토 일 월-금 토 일 월-금 토 일

••• •••
••• •••
••• •••

•••

• 변경됨

루트 91: Huffman

루트 35: Arctic

루트 25: Tudor

루트 20: Mountain View

루트 21: Mt. View / Northway

루트 30: Debarr

루트 31: Northeast

루트 55: Lake Otis

루트 65: Jewel Lake

버스가 한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정시 운행 성과

서비스 시간

버스가 경유하는 정해진 경로.

버스가 특정 루트에 운행되는 횟수.

예정 시간에서 최대 5분 이하의 시간에 버스가 도착하는 횟수. 이것은 서비스 
신뢰성의 척도입니다.

변경된 
일정(소요 시간 
및 서비스 
신뢰성)

서비스 빈도 서비스 시간 루트 노선

소요 시간

정의

버스가 지속적으로 일정에 맞게 운행될 수 있게 유지하는 능력.서비스 신뢰성

오전에 서비스가 시작되어 오후에 서비스가 종료되기까지의 시간.

제안된 서비스 변경 요약표

발효일:  2018-07-02

노선

서비스 빈도

루트 10: Northern Lights

루트 11: Gov Hill / Fairview

루트 92: Eagle River

루트 41: Government Hill

새 루트

루트 40: Spenard/Airport 

PEOPLE
M O V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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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교통	연락처	정보

광고
대중 교통 수단을 활용하여 여러분 마케팅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Alaska 채널에 907.777.7700 또는 다음 이메일로 문의해주십시오: Yael@alaska.org

Rideline .............................................907.343.6543
Alaska Relay(청각 장애자용) ..........1.800.770.8973

People	Mover	–	고정	경로	버스	서비스
웹사이트: www.peoplemover.org
이메일: peoplemover@muni.org
우편:  P.O. Box 196650
  Anchorage, AK 99519-6650
고객 서비스 ........................................907.343.6543
 운영 시간:  월-금  오전 8:30 - 오후 5:00
 700 West 6th Avenue, Suite 109
 Anchorage, AK 99501

팩스 .............................................907.343.4042

RideShare	–	커뮤니티	카풀/밴풀	서비스
웹사이트: www.Enterpriserideshare.com
이메일: RideShareAK@EHI.com
고객 서비스
 운영 시간:  월-금  오전 8:00 - 오후 5:00

AnchorRIDES	–	ADA	보조	교통	서비스
MOA 자격 요건 및 평가 
운영 시간: 월-금  오전 8:30 - 오후 5:00
웹사이트: www.AnchorRIDES.org
이메일: AnchorRIDES@muni.org
전화 .......................................907.343.6543, 옵션 2
신청 팩스 ...........................................907.249.8020
고객 서비스 및 운영
(MV 트랜짓이 운영– AnchorRIDES 계약업체)
전화 문의는 오전 8:30 - 오후 5:00까지 접수(월 - 일)

Nixle	알림
웹사이트: www.nixle.com

옵트인하시려면 888777로 아래 키워드를 
전송해주세요
People Mover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PEOPLEMOVER
RideShare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RIDESHARE
AnchorRIDES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ANCHOR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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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Share
907.343.6543, 옵션 3  
www.Enterpriserideshare.com

이 카풀 프로그램은 5명 이상의 승객에게 편리하고 
편안하며 경제적인 통근 수단을 제공합니다. 
Enterprise RideShare와 계약을 통해 카풀 매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AnchorRIDES
907.343.6543, 옵션 2 
www.AnchorRides.org

AnchorRIDES는 고정 경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만 60세 이상의 노인; 및 조정이 필요한 기타 
여행을 위해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 보조 교통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원의 규정에 따라 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주민들은 
시 정부 기금에서 지원되는 AnchorRIDES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는 
People Mover 경로의 최대 ¾마일까지 제공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경계를 넘어 지정된 
지역까지 제공됩니다. 서비스 경계 지도를 원하시면 
AnchorRIDES.org를 방문해주십시오.  

Adopt-A-Stop
Adopt-A-Stop 프로그램은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하는 버스 정류장을 
정하시고 무료로 주변이 더욱 잘 보이게 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907.343.6543으로 
문의해주십시오.

대중	교통	소개

미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 교통 서비스로 우리 커뮤니티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ople	Mover	
907.343.6543 
www.PeopleMover.org

1974년 7월 1일에 시작된 버스 서비스는 시행 첫 달에 
39,505명의 승객이 이용하였습니다. 2008년, People 
Mover 연간 4,220,667건의 이용 횟수를 보이며 
승차율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재는 매주 평일 동안 약 
12,000명의 승객이 Anchorage 및 Eagle River 광역 
지역에 마련된 많은 정류장에서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승차 보조 장비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People Mover 버스는 연간 2.1백만 마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 이것은 지구를 거의 85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대중	교통	수단	자문	위원회(PTAB)
PTAB는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의회 및 
시장에게 대중 교통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문 위원회는 여름(6월, 7월, 8
월)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에 
모임을 가집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대중 참여 웹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We’re the place for 
GO-GETTERS

Go-getters don’t settle for what comes easy. 

They know what they want and go after it. If 

you’re ready to pursue an education that will 

lead you to a more rewarding job, you’re just 

our type. 

• Choose from Health Care, Business, IT or

Trades*

• Hands-on training for health care and

trades programs

• 100% online curriculum available for some

programs

chartercollege.edu  |  907.277.1000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please visit http://ow.ly/oSVO30dC8Dn

Wasilla • 721 W. Parks Highway
Anchorage • 2221 East Northern Lights Blvd., Suite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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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Mover 요금은 Anchorage 시의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MC 11.7.030에 따르면 대중 
교통 요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승객은 People Mover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인/유소년/반액 요금 일회 승차권 및 일일 정액권은 당일 여행을 위한 티켓 판매대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MOA 및 People Mover는 요금 지급 수단의 손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판매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환급	또는	교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금	요금	
요금함(farebox)에서는 미화 $1, $5, $10 및 $20 지폐와 5센트, 10센트, 25센트 및 1달러 동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함에서는 거스름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요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지폐를 
사용하시고 동전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한 번에 하나씩 넣어주십시오. 버스에서는 영수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요금

현금* 일일	정액권* 주간	정액권 30일	정액권 	12개월	정액권

성인  $2.00  $5.00  $26.00  $60.00  $660.00 
반액  $1.00  $2.50  $13.00  $30.00  $330.00 
반액 요금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과 만 5-18세에 해당하는 유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재향 군인과 장애자 등급이 있는 개인은 People Mover 반액 ID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승차할 때마다 자격 증명이 요구됩니다.
요금을 지급하는 성인과 함께 승차하는 만 4세 이하의 아동은 무료입니다.
*요금은 버스에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매표소	위치

수락되는 
결제 방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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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시간

다운타운	트랜짓	센터(Downtown	Transit	Center)
700 W. 6th Avenue
(907) 343-6543

월-금
토,	일

오전 8:30 - 오후 5:00
휴무

현금
수표

신용카드
     

다이몬드	트랜짓	센터(Dimond	Transit	Center)
West End, Dimond Ctr 주차장

월-금
토
일

미정 - 새 운영자 대기 중
미정 - 새 운영자 대기 중
미정 - 새 운영자 대기 중

현금
신용카드     

MOA,	추기악/ER	도서관(MOA,	Chugiak/ER	Library)
12001 Business Blvd., Suite 176
(907) 343-1531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전 토요일 휴무

화
수
목-토*
일,	월

오후 12:00 - 오후 7:00
오전 11:00 - 오후 7:00
오전 10:00 - 오후 6:00
휴무

현금
수표

신용카드
  

MOA,	물둔	도서관(MOA,	Muldoon	Library)
1251 Muldoon Road,  Suite 158
(907) 343-4032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전 토요일 휴무

화
수-금
토*
일,	월

오후 3:00 - 오후 7:00
오전 10:00 - 오후 6:00
오후 12:00 - 오후 6:00
휴무

현금
수표

신용카드
  

MOA,	마운틴	뷰	도서관(MOA,	Mt.	View	Library)
120 Bragaw St.
(907) 343-2818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전 토요일 휴무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오전 11:00 - 오후 7:00
오전 11:00 - 오후 6:00
오전 10:00 - 오후 6:00
휴무

현금
수표

신용카드
  

MOA,	Z.J.	루삭	도서관(MOA,	Z.J.	Loussac	Library)
3600 Denali Street
(907) 343-2975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전 토요일 휴무

월-목
금,	토*
일

오전 10:00 - 오후 9:00
오전 10:00 - 오후 6:00
오후 1:00 - 오후 5:00

현금
수표

신용카드
  

티켓	자동	판매기(Ticket	Vending	Machine)
다운타운	트랜짓	센터

700 W. 6th Ave.

월-금
토
일

오전 5:30 - 오후 11:00
오전 8:00 - 오후 9:00
오전 10:00 - 오후 6:00

현금
한정  


성인 
한정

요금	및	정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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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승차권
일회 승차권은 한 번 승차하는 것에만 유효합니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환승해야 
할 수 있으므로 1일 정액권을 구매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정액권	
일일 정액권은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승차할 수 있는 티켓이며 
유효 기간은 다음 날 오전 2시에 만료됩니다.

버스에서 구매할 경우: 요금함에 금액을 넣기 이전에 버스 
운전 기사에게 일일 정액권을 구매하고 싶다고 알려주십시오. 
다음 버스에 승차할 때는 일일 정액권의 자기 띠 부분이 자신을 
향하도록 하여 대각선 슬롯에 스와이프하십시오. 사전 구매한 
경우: 일일 정액권을 요금함 상단에 있는 슬롯에 밀어 넣어 
액티베이션을 완료해주십시오. 다음 버스에 승차할 때는 일일 
정액권을 대각선 슬롯에 스와이프하십시오.

주간	정액권
주간 정액권은 요금함에서 해당 티켓의 액티베이션을 완료한 
날부터 연속 7일 동안 무제한으로 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액티베이션을 완료하려면 주간 정액권을 요금함 
상단에 있는 슬롯에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밀어 넣어 
주십시오.  다음 버스에 승차할 때는 주간 정액권의 자기 띠 부분이 
자신을 향하도록 하여 대각선 슬롯에 스와이프하십시오.

30일	정액권
30일 정액권은 요금함에서 해당 티켓의 액티베이션을 완료한 
날부터 연속 30일 동안 무제한으로 버스에 승차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액티베이션을 완료하려면 주간 정액권을 요금함 
상단에 있는 슬롯에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밀어 넣어 
주십시오.  다음 버스에 승차할 때는 주간 정액권의 자기 띠 부분이 
자신을 향하도록 하여 대각선 슬롯에 스와이프하십시오.

스마트	카드
고객 서비스에세 발급해드리는 스마트 카드(Smart card)
를 구매하시면 간편하게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1
주일 패스, 30일 패스 또는 연간 패스로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를 새로 만드시는 분들의 경우 $3의 액티베이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고객 서비스에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재발급 수수료로 $5가 부과됩니다. 
성인, 유소년 및 반액 30일 패스는 티켓 자동 판매기(TVM)에서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시려면, 카드를 붉은색 
과녁에 탭하시면 됩니다. TVM에서 충전된 요금은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승차하실 때는, 
요금함에 표시된 붉은색 과녁에 카드를 탭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반액	요금	
반액 요금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 만 5-18세 유소년, 메디케어 카드 
소유자 및 자격에 해당하는 재향 군인이나 장애자 등급이 있는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승차할 때마다 자격 증명이 요구됩니다.

노인은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ID를 
보여주거나 반액 요금 ID를 받아야 합니다. 

성숙한 유소년은 사진이 있는 ID나 학교 ID로 나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디케어 카드가 있는 승객은 버스 운전 기사에게 유효한 카드를 
보여주거나 People Mover 반액 요금 ID를 받아야 합니다. 

재향 군인이나 장애자 등급이 있는 개인은 온라인이나 고객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반액 요금 신청서를 완료하여 반액 ID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반액 요금 ID를 발급받으시려면 $5 인쇄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다운타운 트랜짓 센터(Downtown Transit Center), 700 W. 6th 
Avenue, Suite 109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U-패스
현재 알래스카 대학교 앵커리지(University of Alaska Anchorage) 
학생 및 임직원들은 울프카드(WolfCard)를 요금함 대각선 슬롯에 
스와이프하면 무료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퍼시픽 
대학교(Alaska Pacific University), 차터 칼리지 앵커리지(Charter 
College Anchorage) 및 알래스카 커리어 칼리지(Alaska Career 
College) 학생, 교수 및 임직원들은 현재 학기 ID를 버스 운전 
기사에게 보여주면 무료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학기에 출석하고 있어야 하며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SD	클래스	패스	
People Mover는 Anchorage 교육구 초등학교 교사에게 학년도 
그룹 클래스 패스를 $60에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진 ID 형태로 제공되는 클래스 패스를 사용하면 교사, 보조원 
및 학부모를 포함하여 최대 30명의 그룹이 현재 학년도 동안 
야외 수업을 위해 People Mover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고객 서비스 907.343.6543
으로 연락해주십시오.

노인	무료	승차	-	수요일
만 60세 이상의 노인은 매주 수요일 무료 승차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ID를 보여주십시오. 해당하는 승객은 
무료 승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유소년	무료	승차	-	여름	방학	동안	목요일
만 5-18세 유소년은 Anchorage 교육구 여름 방학 동안 매주 
목요일 무료 승차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승객은 무료 승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요금을 지급하는 성인과 함께 승차하는 만 4세 이하의 아동은 
항상 무료입니다.

요금	및	정액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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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가이드	사용법

2051 0003 0661 0670 2203 0057 0057 0694 0706 0714 2051

일정
경로 번호 및 여행 방향(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동쪽 
방향, 서쪽 방향 또는 순환).

시간대는 버스 경로상의 한 지점을 의미하며 버스가 
해당 지점을 통과하는 일정을 보여줍니다.  시간대 
사이에는 많은 버스 정류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승객은 사용하는 정류장 이전의 시간대를 참조해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 번호는 각 시간대에 상응하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는 Rideline 907.343.6543을 
사용하거나 정류장에서의 문제를 신고할 때 일정을 
검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된 시각은 오후(P.M.)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제목은 일정이 적용되는 요일을 나타냅니다(주중, 
토요일 및 일요일). 

버스는 시간대 일정보다 일찍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 시간이 지난 후 최대 5분 이하로 도착했다면 
정시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정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해당 시간대에 버스가 정차하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버스가 하나의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까지 이동하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문자는 일정표에 표시된 
시간대에 상응하는 시간대임을 
의미합니다.

파란색 경로 번호는 환승 
지점을 표시합니다.

주변 커뮤니티를 알려주는 
교차하는 거리 이름과 가볼 
만한 곳 또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도

방향 표시 화살표는 버스가 
다른 거리를 운행하고 있을 
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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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도착할	수	있는	장소

정부	기관	

지방 정부: 

AWWU 10,35,40

City Hall 10,11,20,25,30,35,40,41,92

Anchorage Health & Human Services 10,40

ML&P 20

Police 20,25

Public Works (4700 Elmore) 20,25

주/연방: 

Alaska Court System 10,11,20,25,30,35,40,41,92

Alaska Job Center (Eagle St.) 10,25

Midtown Job Center 10

Muldoon Job Center 10,25,30

Eagle River Job Center 92

Alaska Public Assistance 20

Anchorage Legislative Information Office 10,40

Atwood Building (7th & F) 10,11,20,25,30,35,40,41,92

Day Labor, Minnesota & Benson 10

DMV, 1300 W. Benson 10,40

DMV, Eagle River 92

Ted Stevens Int’l Airport 40

Federal Building 10,25,35

방문자	정보	

Visit Anchorage Log Cabin 10,11,20,25,30,35,40,41,92

AK Visitors & Activities Center 10,11,20,25,30,35,40,41,92

AK Public Lands Info Center 10,11,20,25,30,35,40,41,92

Z.J. Loussac Library 25

Eagle River 92

Mt. View 20,21

Muldoon Center  10,25,30,31

UAA/APU Consortium 10,20,55

박물관	

Alaska Aviation Heritage Museum 40

Alaska Jewish Museum 10

AK State Troopers Museum 10,11,20,25,30,35,40,41,92

Alaska Museum of Natural History 20

Alaska Native Heritage Center 25

Anchorage Heritage Library  10,25

Anch Museum at Rasmuson Center 
10,11,20,25,30,35,40,41,92

쇼핑	센터	

5th Avenue Mall 10,11,20,25,30,35,40,41,92

Dimond Center 35,55,65,91

Glenn Square 21

Northway Mall 20,21,31

Sears Mall 10

Tikahtnu Commons 25

칼리지	및	대학교	

UAA 10,20,55

UAA Eagle River 92

UAA University Center 10,25

Alaska Career College 25

Anchorage Charter College 10

APU 10,20,55

Wayland Baptist University 25

고등학교	

Anchorage Christian 10

Bartlett 25

Benny Benson (SAVE II) 25

Dimond  65

East 10,20

King Career Center 10,20

Steller Alternative 10,25,35

West 10,40

의료	기관	

Alaska Native Medical Center 20,25

Alaska Psychiatric Institute 10,55

Alaska Regional Hospital 30

Alaska Surgery Center 25,55

First Care, Huffman 91

First Care, Spenard 40

Lake Otis Medical Plaza 55

North Star Hospital 30

Providence Medical Center 10,20,55

V.A. Outpatient Clini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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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계획	옵션

Google	트립	플래너

이 Google 앱은 버스로 Anchorage
를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People 
Mover 일정과 실시간 버스 추적 
기능, 버스 정류장 및 요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peoplemover.org 또는 
maps.google.com을 방문해주십시오. 
모바일 기기에 Google Maps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문자	메시지		
도착	시간

특정 버스 정류장에서 예상되는 
버스 도착 시간을 알아보려면 
(907)	 312-2060로 버스 정류장 
ID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버스 
정류장 ID는 정류장마다 게시되어 
있으며 주소나 교차하는 거리 
이름을 문자로 보내시면 가장 
가까운 다섯 개의 정류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데이터 플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us	Tracker

원하는 버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아줍니다. 모든 정류장에서 예상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usTracker.muni.org를 방문해주십시오.

LINK	AK

Link AK를 사용하시면 더 효율적인 통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출발점과 목적지를 설정하시면 자전거, 버스, 차량 공유 및 운전 
등의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linkak.org를 방문해주십시오.

mTicket

Buy bus passes using 
your smartphone!

Download the mobile ticketing app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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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비스

정차	신호	장치(Hailing	Kits)

정차 신호 장치는 브레일로 각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는 반사되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 서비스 사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양식

People Mover 승객 가이드와 기타 인쇄 자료는 요청 및 이용 
가능성에 따라 더 큰 글씨나 대체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대체	목적지

공사 중이거나 날씨로 인해 지정된 버스 정류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버스 운전 기사가 지정 버스 
정류장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대체 목적지에 정차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및	이동	보조	장비	고정

버스 운전 기사는 휠체어와 이동 보조 장비를 4개 지점에 묶어 
고정하고 승객의 요구에 맞게 장착된 무릎 및 어깨 안전벨트를 부착할 
것입니다. 만약 이동 보조 장비를 승객 요구에 맞게 고정할 수 없다면, 
버스 운전 기사는 교환원에게 연락하고 해당 승객의 위치 및 휴대전화 
번호를 기록합니다. 슈퍼바이저는 해당 승객을 버스 정류장이나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접근성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버스	정류장	안내	방송

모든 고정 경로 버스에는 안내 방송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경로 
번호, 정류장 요청 및 주요 교차로, 정차 지점 및 시간대를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만약 안내 방송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버스 
운전 기사가 버스 정류장과 위치를 방송해야 합니다. 

수하물	및	소지품

승객들은 버스 운전 기사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식료품이나 기타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버스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은 승객의 무릎 위나 좌석 앞 공간에 
통로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휠체어 뒤나 보행 
보조기에 보관한 개인 소지품은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회장루나 
결장루 시술로 인한 주머니를 소지한 승객은 휠체어를 고정할 때 
주머니가 버스 운전 기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하물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행	훈련

여행 훈련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행 훈련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Anchorage 대중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단기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907.343.6543으로 
문의해주십시오.

보조	교통	서비스

ADA 보조 교통 서비스는 AnchorRIDES를 통해 제공됩니다.  페이지 
3을 참조해주십시오.

People Mover는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께 공평하고 접근하기 
쉬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eople Mover 장애인 접근성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미국 장애인법(ADA) 아래 
장애인 등급이 있는 개인으로서 본사 정책, 관행 또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교통 수단을 요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907.343.6543, 
이메일 PeopleMover@muni.org로 연락하시거나 웹사이트 
www.PeopleMover.org를 방문해주십시오.  

반액	요금

반액 요금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 만 5-18세 유소년, 메디케어 카드 
소유자 및 자격에 해당하는 재향 군인이나 ADA 장애자 등급이 있는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요금 및 정액권 섹션을 참조해주십시오.

반액 요금 ID 카드는 인쇄 비용을 지급하면 다운타운 트랜짓 
센터(Downtown Transit Center), 700 W 6th Avenue, Suite 109
에 있는 고객 서비스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자세한 정보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장애자	이동	차량		

모든 피플무버 버스는 완전한 승차 보조 기구와 전자 리더 보드 및 
노선과 정류장 안내 방송을 위한 음성 알림 장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피플무버 버스에는 높이 낮춤 장치 및 승차용 경사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휠체어와 이동 보조 기기는 해당 기기, 승객 
및 승객 소지품을 합한 중량과 크기가 해당 경사로 장치에 적합하고, 
경사로 설계 용량 600 파운드(Neighborhood 버스 및 AnchorRIDES 
서비스의 경우 1,000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으며 버스 내 안전 구역에 
적합하고 통로를 차단하지 않는 한 수송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전용	좌석

각 차량에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용 좌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또한 휠체어나 스쿠터를 사용하는 승객을 
위해 이용됩니다. 버스 운전 기사는 전용 좌석에 착석한 승객에게 
장애인이나 노인 승객을 위한 좌석을 양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	기사는	승객에게	전용	좌석을	양보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승객이 좌석 양보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객은 다음 버스를 기다려주기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

장애인 보조 동물의 승차는 환영하며 허가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버스 운전 기사는 해당 동물이 훈련된 임무(들)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은 다른 승객이 알레르기가 있거나 
해당 동물을 무서워한다고 하여 승차 거부할 수 없습니다. 치료 
요법을 위한 동물, 반려 동물이나 감정적 지원을 위한 동물은 장애인 
보조 동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육면 캐리어에 안에 넣어 승차시켜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은 버스 안에서 얌전히 있을 수 있어야 
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동물은 승객용 좌석에 앉게 할 수 없으며 
주인의 무릎 위나 발 옆에 있게 해야 합니다. 주인은 차내 손상이나 
오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ste documento está disponible en español y se lo puede obtener solicitándolo o por Internet.
Cov ntaub ntawv no muaj sau ua Lus Hmoob raws li qhov kev thov los sis muaj nyob rau hauv online.
Ang dokumentong ito ay magagamit sa Tagalog kapag hilingin o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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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에	대한	본	부서의	약속	-	타이틀	VI

앵커리지 시 대중교통국(Municipality of Anchorage Public 
Transportation Department)은 해당 법률에 따라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혼인 유무, 나이,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기초로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습니다.
앵커리지 시법(Anchorage Municipal Code)이나 앵커리지 평등권 
위원회(Anchorage Equal Rights Commission) 타이틀 5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muni.org/aerc를 방문해주십시오.
앵커리지 시 대중교통국은 개정된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개인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라 서비스의 혜택에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러한 혜택이 
거부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이를 위해 본 대중교통국은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 수단 서비스의 수준 및 품질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제공되는지 확인;
• 프로그램 및 활동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포함하여 유해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적 영향이 소수 인종 및 저소득층에 
불균등하게 높은 비율로 가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및 
해결;

• 대중교통 결정 방식에 모든 관련 인구의 완전하고 공평한 
참여 촉진;

• 소수 인종 및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하여 혜택의 거부, 축소 또는 지연 방지; 및

• 제한된 영어 능력(LEP)을 가진 주민들이 프로그램 및 활동에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확인.

대중교통국 국장(Public Transportation Director), 경영진 및 모든 
직원은 대중교통국의 타이틀 VI에 대한 약속을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이틀 VI 코디네이터는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매일 
책임지고 민원 제기 절차를 통해 제출되는 타이틀 VI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및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이틀	VI에	대한	민원	제출	방법	:

그 또는 그녀가 타이틀 VI의 규정 아래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고 믿는 모든 인물은 대중교통국에 
타이틀 VI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대중교통국에 주장하는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방식을 사용하여 타이틀 VI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주십시오:
대중교통국(Public	Transportation	Department)	-		
담당자(Attn):	타이틀	VI	코디네이터(Title	VI	Coordinator)
3600 Dr. Martin Luther King Jr. Ave.  Anchorage, Alaska 99507
전화: 907-343-6543   팩스: 907-343-4042
이메일: titlevi@muni.org
완성된 타이틀 VI 민원 양식은 이메일로 대중교통국에 제출하거나 
위에 제공된 주소로 우송하거나 다운타운 트랜짓 센터(Downtown 
Transit Center) 고객 서비스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틀 VI 민원 양식 사본은 (907) 343-6543으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국은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적절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이틀 VI 민원은 또한 다음 기관에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	트랜짓	행정부	시민권	담당국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담당자(Attn): 타이틀 VI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Title VI Program 
Coordinator) 이스트 빌딩, 5층 - 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 816-329-3770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fta.dot.gov/civilrights/12884.
html를 방문하신 다음 “FTA에 타이틀 VI 민원을 제출하는 방법”을 
참조해주십시오

타이틀	VI	민원	처리	절차

그/또는 그녀가 대중교통국이 인종, 피부색이나 국적을 기초로 
한 불법적인 차별 관행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믿는 모든 
인물은 본 부서의 타이틀 VI 민원 양식을 완성 및 제출함으로써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타이틀 VI 코디네이터가 해당 민원을 검토한 
다음 본 대중교통국이 관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민원 
제기자는 해당 민원이 대중교통국에 의해 조사되고 있음을 그/
그녀에게 공지하는 확인 문서를 받게 됩니다.
타이틀 VI 코디네이터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십오
(15) 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합니다. 해당 코디네이터는 해당 민원 
양식에 내부 추적 번호를 지정합니다.
타이틀 VI 코디네이터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 조사를 위해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면,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삼십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원 제기자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민원 
제기자가 적절한 시간 이내(타이틀 VI 코디네이터가 달리 일정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10일 이내)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민원은 행정적으로 종료되거나 민원의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 제기자가 해당 민원의 해결을 더는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민원은 행정적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밀 정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타이틀 VI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다음을 수행합니다:
• 관련된 모든 문서, 관행 및 절차를 파악 및 검토;
• 타이틀 VI 위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물들 파악 및 인터뷰,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한 인물, 목격자 또는 민원 제기자가 
언급한 모든 인물, 유사한 관행의 희생자가 된 모든 인물 
또는 관련된 정보를 가진 모든 인물.

조사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십(90) 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타이틀 VI 코디네이터는 대중교통국 국장 
및 기회균등 사무국 국장(Office of Equal Opportunity Director)
을 위해 최종 서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민원에 
대한 배경 정보 요약과 조사를 통해 발견된 증거 및 결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타이틀 VI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 
적절하고 필요한 시정 조처 및 교정 단계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민원 제기자에게는 조사의 결과 
요약, 발견된 증거 및 조사 결과 이루어질 시정 조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사건 종결 문서가 제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민원 제출자에게는 연방 교통 
행정부 시민권 담당국에 항소할 그/그녀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방	트랜짓	행정부	시민권	담당국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담당자(Attn):	타이틀	VI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Title	VI	Program	Coordinator)
담당자(Attn): 타이틀 VI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Title VI Program 
Coordinator) 이스트 빌딩, 5층 - 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 816-329-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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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정책	및	안전

서비스	지연

People Mover 버스는 악천후나 공사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 BusTracker.muni.org에서 해당 경로의 버스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907.343.6543으로 Rideline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www.nixle.com에서 Nixle에 등록하거나 888-777로 

“PEOPLEMOVER”, “RIDESHARE” 또는 “ANCHORRIDES”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 날씨로 인한 지연이나 중지된 
서비스에 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ww.peoplemover.org에서 우회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디오를 통해 버스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	및	음료

개봉한 음식과 음료는 승차하기 전에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봉하지 않은 식품과 흘림 방지 용기에 넣은 음료는 허용되나 
절대	버스	안에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 음료 용기는 
밀봉 상태로 개봉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개봉된 
용기로 간주되고 이를 버스로 운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분실물

People Mover 버스에 소지품을 두고 내리셨다면, 
907.343.6543으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해주십시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버스 운전사에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지품이 발견되었다면, 고객 서비스로 전달될 때까지 
최대 24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분실물은 다운타운 트랜짓 
센터(Downtown Transit Center), 700 W. 6th Avenue, #109
에서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분실물은	7일	동안	보관됩니다.  
People Mover는 교통 수단이나 환승 시설에 두고 간 모든 
분실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금연

People Mover 버스와 정류장 쉼터, 트랜짓 센터 내에서나 대중 
교통 서비스 시설 및 버스 출입문에서 20 피트 이내에서는 전자 
담배 사용을 포함한 흡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모차

유모차와 함께 승차하는 것은 환영하나 승차할 때 유모차를 
접어 통로에서 벗어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애완동물

모든 애완동물은 육면 캐리어 안에 넣어 승차시켜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은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은 환영합니다. 동물은 승객용 좌석에 앉게 할 수 
없으며 주인의 무릎 위나 발 옆에 있게 해야 합니다. (장애인 
서비스 참조, 페이지 8)

스포츠	장비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은 지역 산길과 공원을 찾을 때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키, 스키 폴대 끝 
및 스케이트 날은 덮개로 덮거나 포장되어야 하고 통로를 
가로막지 않아야 합니다.

자전거	랙

모든 버스에는 표준 이륜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삼단 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랙은 현재 팻 바이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 랙은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자전거는 버스 안에 
가지고 탑승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랙에 고정한 다음 버스 
운전 기사에게 자전거 카드를 받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버스 앞쪽으로 내리면서 자전거 카드를 버스 운전 기사에게 
반환하고 자전거를 랙에서 내리겠다는 것을 그/그녀에게 
알립니다. People Mover는 분실 또는 손상된 자전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행자	안전	수칙

안전에 유의하고 보이게 합니다: 운전자에게 자신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 밝은색/옅은 색 옷과 반사되는 재질을 착용합니다. 
• 어두운 곳을 걸을 때는 손전등을 휴대합니다. 
• 조명이 잘 된 구역에서 길을 건넙니다. 
• 길을 건너기 전에는 버스, 울타리, 주차된 자동차나 기타 

장해물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조심합니다: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항상 보도로 걷습니다; 보도가 없다면, 차량을 마주 보는 
방향으로 걷습니다. 

• 정신이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보행하는 경우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 차량이 멈출 것으로 미리 가정하지 않습니다; 운전자와 
눈 맞춤을 하고 차량만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자가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안전 운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신호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길을 건너기 이전에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 주차장이나 거리 주차 공간에 가까이 있을 때는 자동차 
엔진 소음이나 후진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조심합니다: 길을 건너기 이전에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 절대 People Mover 차량 앞쪽에 있는 거리를 건너지 
않습니다. 버스가 출발한 다음 거리와 교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 가능하다면, 표시된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만 길을 
건넙니다. 

• WALK/DON’T WALK 신호와 같은 교통 신호에 따릅니다. 
• 길을 건너기 전에는 왼쪽, 오른쪽 및 다시 왼쪽을 확인하고 

건넙니다. 
• 회전하는 차량을 조심합니다; 반드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고 멈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너야 하는 모든 차선을 살피고 진행하기 이전에 

각 차선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운전자가 
정지한다고 해서, 다른 차선에 있는 운전자도 보행자를 
보고 멈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길을 건널 때는 헤드폰을 착용하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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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행동	및	예절

11.70.030	금지	행동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11.70.040절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Anchorage 시 경계 이내에서 정기적인 경로로 승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에 
승차한 모든 인물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불이 붙었거나 연기가 나는 파이프, 시가, 담배나 기타 담배 
제품을 흡연, 소비 또는 사용하는 행위;

2. 알코올을 마시거나 소비하는 행위나 개봉된 알코올 용기를 
운반하는 행위;

3. 다른 승객을 훼방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4. 해당 목적으로 지정된 쓰레기통을 제외하고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 내에서, 또는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 밖으로 
쓰레기, 음식 또는 음료를 폐기, 처분, 방치, 투기 또는 
떨어뜨리는 행위;

5. 소리가 사용자 자신에게만 들리게 하는 이어폰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디오, MP3 플레이어, 붐박스, 휴대 전화, 
악기 또는 기타 유사한 기기를 재생하는 행위;

6.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살아 있는 동물을 옮기는 행위:
• 작은 동물을 적절한 캐리어에 넣고 승차한 경우; 또는
• 장애가 있는 승객이나 조련사가 장애인 보조 동물과 

함께 승차한 경우;
7. 승객을 운송하는 모든 차량의 앞쪽 바닥에 표시된 흰색/

노란색 선 앞에 서거나 그/그녀가 차량 운전 기사의 시야를 
가리는 행동을 하는 행위;

8.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에 승차할 때 현금, 정액권, 티켓 또는 
스마트 카드를 사용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해당하는 요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9. 제시하는 정액권, 배지 또는 기타 요금 지급 매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정액권, 배지 또는 
기타 요금 지급 매체를 제시하는 행위;

10. 제8.10.080절에서 규정한 외설적인 노출 또는 전시 
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

11.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나 차량 
운전 기사가 그/그녀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 저해, 훼방, 간섭하거나 달리 혼란을 주는 행위;

12. 주제와 상관없이 전단이나 광고지를 배포하거나 
승객들에게 간청 또는 구걸하는 행위;

13. 승객, 차량 운전 기사 또는 다른 승객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협박하거나 기타 다른 형태로 음란 행위 또는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

14.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의 일부를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15.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에 침, 소변, 대변, 토사물 또는 혈액과 
같은 체액을 배출하는 행위;

16. 발연 또는 점화 액체, 폭발물, 산이나 기타 본질적으로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소지하는 행위;

17. 스피커 모드로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는 행위;
18. 이 절을 위반한 행동으로 인해 차량 운전 기사가 하차를 

요청했음에도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행위.

버스	예절	및	기대되는	행동
People Mover 버스와 시설은 모든 승객을 위한 것입니다. 연간 
거의 4백만 명의 승객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관련된 모든 분들이 대중 교통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각자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정류장에 일찍 도착합니다. 도로변에서 차선으로 출발하기 
시작한 버스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버스 운전 기사는 
도로변에서 멀어진 후에는 출입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교통량과 도로 상태에 따라, 버스 도착 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통화를 잠시 중단하고 승차하기 전에 정확한 
요금이나 요금 지급 매체를 준비합니다.

• 요금함에 금액을 넣기 이전에 일일 정액권이나 승객 
가이드를 구매할 것이라고 버스 운전 기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 가능한 한 신속하게 승차하고 좌석에 앉습니다. 빈 좌석이 
없다면, 노란색 선 뒤쪽에 서고 위쪽 손잡이를 이용합니다.

• 버스 높이를 낮추거나 경사로/리프트 이용이 필요하거나 
병이 났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버스 운전 기사에게 
알려줍니다.

• 버스 앞쪽에 지정된 전용 좌석은 노인 및 장애인 승객이 
승차했을 때나 버스 운전 기사의 요청이 있을 때 
양보합니다.

• 만원 버스에 서서 승차한 경우, 뒤쪽으로 움직여 다른 
승객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 만원 버스에서는 한 개 이상의 좌석을 차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 유모차와 함께 승차할 때는 이를 접어서 통로에서 
벗어나도록 보관합니다. 

• 트랜짓 센터와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사용합니다. 버스에 종이나 쓰레기를 남겨 두지 않습니다.

• 하차하기 전에 소지품을 모두 챙겼는지 확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전거를 실은 경우가 아니라면 
뒷문으로 내립니다. 

• 신발과 셔츠를 항상 착용합니다.

•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휴대 전화를 할 때는 조용히 
말합니다.

• 버스가 운행 중일 때는 버스 운전 기사에게 말을 걸지 
않도록 자제합니다. 

• 버스 운전 기사가 정해진 휴식 시간을 가질 때, 승객은 
버스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 People Mover의 행동 강령을 인식하고 준수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본사 웹사이트 승차 가이드라인 및 
정책 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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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10 travels between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the Muldoon Transfer Center 
via Midtown, UMed, and Northern Lights Boule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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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 SundayROUTE

10 Route 10 travels between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the Muldoon Transfer Center 
via Midtown, UMed, and Northern Lights Boule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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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11 travels between City Hall and the Anchorage Senior Center via Medfra Street, 
9th Avenue, Hyder Street, 13th Avenue, and Cordova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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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20 travels between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the Alaska Native Medical 
Center via 3rd & 4th Avenues, Mountain View, Northway Mall, East High School, and 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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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 Sun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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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20 travels between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the Alaska Native Medical 
Center via 3rd & 4th Avenues, Mountain View, Northway Mall, East High School, and 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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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21 travels in a counterclockwise loop beginning on Penland Parkway at the Northway 
Mall. From Penland Parkway, the route travels on Bragaw Street, DeBarr Road, Pine Street, 
McCarrey Street, Mountain View Drive, Lane Street, and Parsons Avenue before returning 
to the Penland Parkway via Bragaw Street and Mountain View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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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 Fri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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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25 travels between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V.A. Outpatient Clinic via  
A & C Streets, Tudor Road, the Alaska Native Medical Center, and Muldoon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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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 Sun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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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25 travels between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V.A. Outpatient Clinic via  
A & C Streets, Tudor Road, the Alaska Native Medical Center, and Muldoon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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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Fri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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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30 travels between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the Muldoon Transfer 
Center via Cordova Street, 15th Avenue, Alaska Regional Hospital, and Debarr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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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 Sun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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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30 travels between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the Muldoon Transfer 
Center via Cordova Street, 15th Avenue, Alaska Regional Hospital, and Debarr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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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 Friday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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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31 travels between Northway Mall, the DeBarr and Muldoon Transit Hub, and Centennial 
Village via Penland Parkway, 4th Avenue, Turpin Street, Oklahoma Street, 6th Avenue, Muldoon 
Road, Creekside Center Drive, and Peck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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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 Sun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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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31 travels between Northway Mall, the DeBarr and Muldoon Transit Hub, and Centennial 
Village via Penland Parkway, 4th Avenue, Turpin Street, Oklahoma Street, 6th Avenue, Muldoon 
Road, Creekside Center Drive, and Peck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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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 Friday • Saturday • Sun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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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35 travels between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the Dimond Transit Center 
via Valley of the Moon Park and Arctic Boule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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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 Fri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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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40 travels between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the Ted Stevens Anchorage 
International Airport via Spenard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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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 Sun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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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40 travels between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the Ted Stevens Anchorage 
International Airport via Spenard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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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 Friday • Saturday • Sun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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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41 travels from City Hall to the Anchorage Museum, Bluff Drive, Richardson Vista 
Road, Ivy Street, and Hollywood Drive and returns to Cit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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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 Friday • Saturday • Sun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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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55 travels between the Dimond Transit Center and UMed via Abbott Road, Lake 
Otis Parkway, and Providenc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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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 Friday • Saturday • Sun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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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65 travels between the Dimond Transit Center and the intersection of Spenard & 
Wisconsin via Dimond Boulevard, 88th Avenue, Jewel Lake Road, and Spenard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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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 Friday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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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91 is a limited-stop commuter route that travels to and from Huffman / Oceanview 
from the Dimond Transit Center via the Old Seward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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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1863 1863 1450

6:32 7:04
3:35 4:10
4:10 4:45
4:11 4:46
5:12 5:49
5:13 5:50
6:10 6:47

5:47 6:17
5:48 6:18
6:47 7:21
6:48 7:22
7:14 7:48
7:15 7:49
4:20 4:54

MONDAY-FRIDAY

ROUTE 92 • OUTBOUND (Green Zone)
Downtown Transit Center - 
Eagle River Transit Center

ROUTE 92 • INBOUND
Eagle River Transit Center - 
Downtown Transit Center 

P.M. times are represented in bold itali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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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 Friday
Route 92 is a commuter express route that stops at the Downtown Transit Center and the 
Eagle River Transit Center via the Glenn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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