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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023년 지도 및 일정

인력 확보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서비스 정보를
원하시면 734-973-6500으로 전화하거나 TheRide.org를 방문하십시오.

요청 시 대체 형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734-973-6500으로 전화하십시오.
• Traducciones disponibles a petición.
• 요청 시 번역 제공
• 可应要求提供翻译。
Facebook “f ” Logo

CMYK / .eps

Facebook “f ” Logo

CMYK / .eps

준비된 부수가 얼마 안 되므로 버리지 마십시오.

2022년 8월 28일까지 유효

My Bus에 문자 보내기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궁금하시나요? 41411로 “AAATA”에
버스 정류장 번호를 이어 붙인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면
예상 도착 시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레이크 환승 센터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41411로 “AAATA 1150” 메시지와 함께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모바일 티켓팅

언제 어디서나 티켓을 구매하세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티켓과 패스를 저장하세요.
티켓과 패스를 미리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잔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EZfare를 이용하면 모두 됩니다!

버스 정류장 번호 찾기
버스 정류장 번호를 찾으려면 TheRide.
org에서 Track My Bus 도구를
이용하세요. 간단합니다!
1. TheRide.org로 이동합니다.

 단 탐색 메뉴에서 Rider 도구를
2. 상
클릭합니다.

3. Track My Bus를 클릭합니다.

4. By Stop(정류장 기준)을 클릭합니다.
5. 거
 리 이름을 이용하여 버스 정류장
위치를 입력합니다. 버스 정류장
번호는 조회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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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Ride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yFlexRide.org에서 확인하거나 734-794-0377로 전화해
주십시오.

서부

FlexRide는 주문형 교통편을 제공하는 TheRide의 서비스입니다. 마이어-앤 아버 샐린 로드 및 마이러 카펜터
로드까지 직통편이 제공됩니다.
운영 시간

요금

할인 요금
(FareDeal ID / K-12학년
청소년)
할인 요금(GoldRide 및
A-Ride)
허용되는 패스
(30일권 / 1일권 /
go!Pass / MCard /
Exceptional Pass)

월~금 7:00am~7:00pm
토~일 운행 없음
편도 기준 $1.00

편도 기준 $0.50

예약

MODE Car 앱 또는 전화 (734) 794-0377

MODE Car 앱 다운로드

TheRide는 MODE Car와의 제휴를 통해 FlexRid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Ride를 더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iOS용 또는 Android 용 MODE Car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무료

앱 기능:
• 차편의 실시간 위치 확인
• 차편 도착 시 인앱 알림
• 신용카드 또는 PayPal 계정을 사용하여 요금 지불

무료

동부

FlexRide는 주문형 교통편을 제공하는 TheRide의 서비스입니다. 입실란티 환승 센터 및 아버 예비
고등학교까지 직통편이 제공됩니다.

운영 시간

요금

할인 요금
(FareDeal ID / K-12학년
청소년)

월~금
6:00am~10:00pm
토 8:00am~9:00pm
일 9:00am~7:00pm
편도 기준 $1.00

편도 기준 $0.50

할인 요금(GoldRide 및 A-Ride) 무료
허용되는 패스
(30일권 / 1일권 /
go!Pass / MCard /
Exceptional Pass)

무료

예약

MODE Car 앱 또는 전화 (734) 794-0377

MODE Car 앱 다운로드

TheRide는 MODE Car와의 제휴를 통해 FlexRid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Ride를 더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iOS용 또는 Android 용 MODE Car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앱 기능:
• 차편의 실시간 위치 확인
• 차편 도착 시 인앱 알림
• 신용카드 또는 PayPal 계정을 사용하여 요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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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및 휴일

NightRide 및 HolidayRide를 대체하기 위해 FlexRide를 확장하여 심야 및 휴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행은
아래 설명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시작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FlexRide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종료 1시간 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734-528-5432로 전화하여 예약하거나 MODE Car 앱을 이용하십시오.

요금

할인 요금(GoldRide 및
A-Ride) I.D. 필요
go!Pass 요금

예약

월~금 11:45 pm~6:00
am
토 10:45 pm~8:00 am
일 8:00 pm~6:00 am

운영 시간

MODE Car 앱 또는 전화
(734) 528-5432
고정 노선이 운행되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yFlexRide.org에서
확인하십시오.

편도 기준 $5.00

편도 기준 $2.50
편도 기준 $3.00

심야 및 휴일 FlexRide 서비스 지역

MODE Car 앱 다운
로드

TheRide는 MODE Car와의 제휴를
통해 FlexRid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lexRide를 더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iOS용 또는 Android 용 MODE Car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Service Area Boundary
Expressway
Other Road

앱 기능:
• 차편의 실시간 위치 확인
• 차편 도착 시 인앱 알림
• 신용카드 또는 PayPal 계정을
사용하여 요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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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표

이 서비스는 다음 휴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
부활절
전몰장병 추모일
독립기념일
노동절
추수감사일
크리스마스날

장애인 서비스

A-Ride는 장애인을 위한 예약 기반의 공유 접근성 서비스입니다. A-Ride 서비스는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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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e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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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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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Walmart
Michigan Ave.

Ridge Rd.

Ypsilanti Transit
Center
Meijer

Meijer
Dr
.

Ypsilanti
City

Huron Rd.

Brookhaven

Kroger

Bemis Rd.

A-Ride 신청 방법:
TheRide.org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ARide@TheRide.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34973-6500으로 A-Ride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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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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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sonville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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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East Medical
Center
Dixboro Rd.

h

out

Plym

VA Hospital

Rd.

Napier Rd.

Plymouth Mall

Sequoia Place
Zeeb

U-M Domino’s
Farms

Prospect Rd.

Wagner Rd.

Skyline HS

요금

사전 예약

편도 기준 $3.00

성인 동반자

인당 $3.00 추가

윌콜 서비스

청소년 동반자(K-12학년)

어린이 동반자(만 5세 이하)
등록 요양보호사(PCA)
보조동물

편도 기준 $3.00
인당 $1.50 추가
무료
무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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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서비스

GoldRide 프리미엄 수요 대응 서비스는 앤 아버 시, 피츠필드 군구 일부, 입실란티 시, 입실란티 군구
일부에서 제공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GoldRide 신분증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노선 버스 서비스 이용이 크게
제한되는 사람은 ADA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GoldRide 카드 소지자는
TheRide의 고정 노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GoldRide를 신청하려면 734-973-6500으로 전화해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십시오.
LEGEND
Streets & Roads
Service Area in Ann Arbor &
Ypsil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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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편 유형

고정 노선 버스

요금

I-94

Huron Rd.

Mich. Ave.

Meijer

Kroger

I-94
Twp. Civic Ctr
District Library

요금
무료

편도 노선

$20.00

인증된 저소득 할인 요금

$5.00

추가 승객(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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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ger

$5.00

Textile Rd.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편의

모든 버스에는 휠체어 경사로 또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
동물은 버스에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버스 추적

언제든지 Track My Bus 도구를 이용하여 내가 탄 버스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Alerts

MyAlerts에서 즐겨 이용하는 경로를 선택하면 받은편지함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Ride.org에서 가입하세요!

공중 보건

저희는 계속해서 COVID-19 안전 수칙을 준수합니다. 버스를 자주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제6장 알림 절차

앤아버 지역 교통국(TheRide)은 민권법 제6장에 따라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eRide의 차별금지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불법적인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하려면
TheRide로 문의해 주십시오.
우편:
앤아버 지역 교통국
수신: Title VI, 2700 S. Industrial Hwy.
Ann Arbor, MI 48104

온라인:
TellUs@TheRide.org

인하된 새 패스 가격! 8월 28일부터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