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서비스 변경
2019년 11월 25일 발효
변경 예정 노선:

신설 노선:

MOVING
FORWARD
TOGETHER

ENGLISH
우리 도시가 변화함에 따라 대중교통 필요도
변화합니다. '다함께전진계획(Moving Forward
Together Plan)’은 우리 대중교통 체계가
주민들의 현재 및 미래의 필요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롭고 더
직선적이며 더 빈번한 노선 운행으로 우리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Service Changes
Effective
November
25, 2019
지금
단계의 서비스
변경은 색빌, 베드퍼드,
다트머스, 핼리팩스 메인랜드 사우스 등지의
THERE WILL BE CHANGES TO THE FOLLOWING ROUTES:
노선에 적용되며 2019년 11월 25일에
시행됩니다.
새로운 대중교통 네트워크는 다음 4대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NTRODUCING NEW ROUTES:
• 간선 노선(Corridor Routes)
• 지역 노선(Local Routes)
• 익스프레스 노선(Express Routes)
• 교외 노선(Rural 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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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노선 운행표
노선

버스 번호

다트머스발 색빌행

번사이드발 색빌행

다트머스발 번사이드행

색빌발 번사이드행

거버너스브룩 지역 운행 신설 노선

간선 노선
간선 노선은 새로운 대중교통 네트워크의 근간을 이룹니다. 고수요 노선을 따라 빈번하게 운행되며
일주일 내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2019년 11월 25일부터 운행되는 신설 간선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퍼드 하이웨이 선상에서 색빌, 베드퍼드 및 핼리팩스 다운타운간 운행.

지역 노선
지역 노선은 종일제로 운행되며, 버스 터미널(Transit Terminal)에서 각 지역 및 지역사회를 간선 노선과
연결합니다.
2019년 11월 25일부터 운행되는 지역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버너스브룩 지역 & 멈퍼드 터미널간 운행
번사이드산업단지(Burnside Industrial Park) 운행
개스턴로드, 펜혼 터미널 & 하이필드 터미널간 운행
색빌 터미널 & 퍼스트레이크드라이브 선상의 코버퀴드 터미널간 운행
스프링필드 에스테이츠 & 색빌드라이브 선상의 색빌 터미널간 운행
색빌 터미널 & 스코샤스퀘어간 운행
밀우드 지역 & 색빌 터미널간 운행
킨색 커뮤니티 센터 & 색빌 터미널간 운행
색빌 터미널 & 다트머스 브리지 터미널간 운행
색빌 터미널 & 베드퍼드 코먼스간 운행
래리유텍불러바드 선상에서 핼리팩스 다운타운 & 이노베이션드라이브간 운행

베드퍼드 하이웨이 선상에서 웨스트베드퍼드 & 멈퍼드 터미널간 운행
베드퍼드 하이웨이 선상에서 코버퀴드 터미널 & 핼리팩스 다운타운간 피크 타임 운행

간선 / 지역 노선

웹사이트 Halifax.ca/transit 또는 영문판 책자에서 더 많은 지도 및 운행시간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노선
익스프레스 노선은 핼리팩스 다운타운 통근자를 위한 직통 노선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
진행 방향에 따라 운행됩니다(오전에는 다운타운 방향, 오후에는 역방향). 신설 익스프레스 노선은
색빌 지역에서는 모든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만 색빌 & 다운타운간 구간에서는 한정된 정류장에서만
정차합니다.
2019년 11월 25일부터 운행되는 익스프레스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퍼스트레이크드라이드 & 핼리팩스 다운타운간 운행
스프링필드 에스테이츠 & 핼리팩스 다운타운간 운행
밀우드 지역 & 핼리팩스 다운타운간 운행
킨색 커뮤니티 센터 & 핼리팩스 다운타운간 운행

웹사이트 Halifax.ca/transit 또는 영문판 책자에서 더 많은 지도 및 운행시간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외 노선
교외 노선은 핼리팩스 트랜싯(Halifax Transit) 서비스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사회에 한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외 지역사회를 가까운 버스터미널과 연결합니다.
2019년 11월 25일부터 운행되는 신설 교외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퍼셀스코브로드 선상에서 요크리다우트 & 멈퍼드 터미널간 운행

웹사이트 Halifax.ca/transit 또는 영문판 책자에서 더 많은 지도 및 운행시간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KOREAN

서비스 변경에 관해
어디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
•

새로운 노선도 및 운행시간표:
Halifax.ca/transit

•

추가적 정보를 요청하거나 여행 계획을 위해
도움을 받으려면 전화 311로 문의하십시오.
150여 개 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앞으로 몇 주 동안 Halifax Transit 홍보팀
직원들이 버스 및 버스 터미널에
배치됩니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친절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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