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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ast Link 경전철 공사의 일부로 I-90의 Rainier Freeway 역은 2018년 9월 22일부터 폐쇄됩니다. 이 역은 2023년 Judkins Park Link 역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현재 Rainier Freeway 역에서 운행하는 대부분의 버스 노선은 이 지역을 우회하지만 554, 217 노선 및 일부 212번 노선 운행은 
Rainier Avenue South의 신규 정차 역을 운행하게 됩니다. Metro와 Sound Transit은 차선 및 신호 개선에 투자해 원활한 버스 교통 흐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버스 회차 간격은 다소 줄어들지만 운행 시간은 정시 운행 준수율을 유지하도록 조정됩니다.

East Link 공사

노선별 회차 간격 변동:
550번 노선 

550번 노선은 Rainier Avenue South를 우회해 I-90 간선로를 
거쳐 Downtown Seattle Transit Tunnel에 도달하게 됩니다. 
Rainier Avenue South를 이용해야 하는 승객은 Mercer Island 
Park & Ride에서 554번으로 환승 또는 554번에서 다른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554번 노선 
554번 노선은 Rainier Avenue South와 South Charles Street
의 두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며, Rainier Avenue South
와 South Dearborn Street을 거쳐 Downtown Seattle에 
도달하게 됩니다.

111, 114, 212, 214, 216, 218, 219번 노선 
위의 노선들은 Rainier Avenue South를 우회해 I-90 
간선로와 4th Avenue South를 거쳐 Downtown Seattle에 
도달하게 됩니다.

217번 노선과 일부 212번 노선의 운행  
217번 노선과 ‘역방향 혼잡 시간대’ 212번 노선 운행의 
경우 Rainier Avenue South와 South Charles Street의 두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며, Rainier Avenue South와 South 
Dearborn Street를 거쳐 Downtown Seattle에 도달하게 
됩니다. 해당 운행은 주중 오전 혼잡 시간대는 
동부행으로, 주중 오후 혼잡 시간대는 서부행으로 
운행합니다.

최종 결과 
2023년 East Link 개통 시, 출퇴근 시민들은 Downtown 
Seattle과 Downtown Bellevue를 교통 혼잡 없이 20분만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astside의 경전철 및 버스 서비스 
확대는 급성장하는 커뮤니티에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힘든 공사 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soundtransit.org/subscribe에서 서비스 계획(Service 
Planning), 550번 노선 또는 554번 노선 이메일 목록에 
가입해 최신 변동 사항을 파악하세요. 

온라인 오픈하우스: 
I90servicechanges.participate.online에서 온라인 
오픈하우스를 통해 해당 변동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미리 파악해 보세요.

웹페이지:
웹페이지 soundtransit.org/i90buschanges에서 최신 정보 
및 프로젝트 상황을 열람하세요.

550번 노선

메트로 노선

554번 노선

연락처
Alex Ko | 고객 지원활동 전문가
servicechanges@soundtransit.org | 206-903-7269

Brian Ballestrasse | 서비스 정보 전문가
brian.ballestrasse@kingcounty.gov | 206-477-6035

Rainier Freeway 역이 9월 22일에 폐쇄됩니다

Downtown 
Seattle Transit 
Tunnel(DSTT)

장애인 편의시설 요청 또는 다른 형태의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1-800-201-4900 / TTY Relay: 711로 전화하시거나 accessibility@soundtransit.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Sound Transit은 지역 교통 시스템의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책임지며, Central Puget Sound 지역 교통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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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217번 및 일부 212번 노선의 운행

노선: 111, 114, 212, 214, 216, 218, 2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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