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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목적지에 가장
효율적으로 도착하는
방법은?

ART 고객 서비스, 214.979.1111
번으로 전화하여 현재 계신
장소와 목적지, 그리고 희망 도착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상담 직원이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 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8 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분의 교통 수단
이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번호로 전화
번호에서 자동 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하루
24 시간 동안, 모든 노선에 대한 일정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열차역에서
파란색의 승객 긴급 전화 (Passenger Emergency
Call: PEC) 장치의 검은색 버튼을 누르거나 버스
교통 센터의 공중 전화에서 무료 전화번호인
*80을 이용하여 고객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D

다트회원도시
애디슨
캐롤튼
코크렐 힐
댈러스
파머스 브랜치
갤런드
글렌 하이츠
하이랜드 파크
어빙
플래노
리차드슨
로우렛
유니버시티 파크

웹사이트 사용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된 온라인
Trip Planner 를 www.DART.org에서 확인
해 보십시오. 여행 정보를 입력하시고 개별
적 맞춤 여정을 인쇄하기만 하면 출발 준비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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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편리하게
58 개의 열차역과 13 개의
버스 교통 센터에서 DART
패스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시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DART 버스와 열차는
대략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매일 운행됩니다. DART
열차는 러시아워에는 7½-15
분마다, 낮과 주말에는 20
분마다, 밤에는 30분 지연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스
일정은 노선마다 다릅니다.
또한 공휴일의 서비스 시간 및
일정도 다릅니다. 전체 정보를
위해서는 일정표를 확인하거나
DART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데스크탑 컴퓨터 사용자와 스마트폰 및
기타 다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휴대용
장치 사용자를 위해 DART 모빌 웹사이트인
m.DART.org에서 찾아볼 수
있는“Where’s My Bus?®”를
통해 Google 맵에서 기다리고
있는 버스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사무실, 쇼핑몰, 또는
즐겨찾는 식당으로 가실 일이 있을 때 수천
개의 대중적인 목적지로 DART 서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더욱이 중부 도시들 및 DFW 국제공항으로의
연결편이 있는 다운타운 포트워스(Fort Worth)
로 운행되는 Trinity Railway Express와 직접
연결됩니다.

가장 가까운 주차 및 승차장을 찾기 위해서는
안내서 중앙 부분에 접혀있는 노선체계 지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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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운전석의 앞유리창 위에 전면 표지판에
나와 있는 노선명 및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십시오. 일부

편리한 이용.
사용자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 사용을
위해 인쇄된 일정 및 버스 정류장을
번호와 색상으로 분류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 1-199 번까지의 지역 노선은 댈러스
다운타운에서 운행되며 파란색으로
분류됩니다.

• 200-299 번까지의 급행 노선은 시외
교통 센터부터 댈러스 다운타운까지
운행되며 정차역이 몇 곳 되지 않게
녹색으로 분류됩니다.

노선에는 목적지가
여러 곳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고, 정확한 버스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서비스 시간 및 목적지 정보를
필요하시면 일정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차역의 탑승 승강장 가판대에는
예상 출발 시간 및 서비스 정보가

표시됩니다.

개별 DART Rail 열차에 따라 색상 및 목적지가

표시됩니다. 이는 열차의 탑승 라인(빨간색, 파란색,
녹색, 또는 주황색)과 최종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 300-399 번까지의 시외 근교도시 노선은 시외 근교도시의 지역
교통 센터 간에 운행되며 파란색으로 분류됩니다.
•

400-499 번까지의 시내 횡단 노선은 댈러스 다운타운
이외의 지역까지 운행되며 다운타운을 지나 좀 더 멀리 가는
승객들을 위한 노선입니다. 파란색으로 분류됩니다.

• 500-599 번까지의 DART Rail 역 지선 노선은 열차역과 인근 지역에
운행되며 보라색으로 분류됩니다.

• 700-799 번까지, 그리고 800-899 번까지의 셔틀 노선은 단거리 지역
버스 노선입니다. 선정된 800 번대 노선의 경우 Flex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고정된 노선을 운행하지만 제한된 구역 내의
길에서 픽업 및 하차를 위해 “유연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은 짙은 파란색으로 분류됩니다.

탑승권 자동 판매기는

많은 버스 정류장에는 Guide-A-Rides(노선 안내)가 또한 갖추어

• 우선 원하는 탑승권을 선택한 후 돈을 넣습니다.

져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노선 정보 및 예상 출발 시간을 알려
주는 유용한 표지판입니다.

• 모든 열차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이 간편하며 자동 판매기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 음성영상 인터페이스 기능과 신용 카드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TVM 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곧 DART 시스템의 다수의
열차역에서 고정 설비로 운영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214.979.1111 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희 고객 지원 담당 직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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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열차나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
 다음 정차 (next stop)”안내를 잘

들으십시오. 버스에서는 내리실 정류
장 한 블록 전에 창가에 있는 정차 요
청 표시기를 눌러야 합니다. 열차는 매
열차역마다 자동으로 정차합니다.

• 	 버스 또는 열차가 완전히 정차하면 바로

가장 가까운 사용 가능한 문으로 하차할
준비를 하십시오.

• 	 노약자나 장애자 승객을 위해 DART 시스템의 각 버스에는

열차 및 버스 탑승...

일정표의 출발 시간 보다 3-5 분 전에 정류장/
정차역에 오셔서 탑승 대기를 하십시오. 열차 및
버스는 모든 승객 정류장/정차역에 대한 표시된
일정을 지키기 위해 정시에 출발합니다. *

정확한 금액의 버스요금, 탑승권 또는 DART 패스를
준비하십시오. 탑승권 검사원 (Fare Enforcement officers)
또는 DART 경찰의 검열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탑승권
또는 패스를 찾기 쉬운 곳에 가지고 계십시오. **
탑승전에 버스 또는 열차의 노선 번호나 목적지
표지판을 재확인하고, 승객들이 먼저 내릴 수 있도
록 배려해주십시오.

휠체어 리프트가 갖추어져 있고 각 SLRV(Super Light Rail Vehicle:
수퍼경전철) 의 중앙 섹션에 위치한
저상 문을 통해 휠체어 및 기타
다른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바퀴가
달린 수화물 가방, 유모차 또는
자전거를 동반한 승객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도심 버스 탑승 구역 안전상의
이유로 DART 버스는 일반적으로 버스 정류장 또는 구역 (zone) 당
1회만 정차합니다(각 구역은 연석을 따라 파란색으로 칠하여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연석으로 지정된 어느
곳에라도 버스가 정차하면 바로 버스에 탑승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언제나 안전하게

환승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표 시간에서 5분
이상의 여유를 두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DART는
여러분께서 대도시권에서 이동하실 때 이 안전
팁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도착한 승객을 위해 열차문을 잡아서
열고 있지 마십시오. 열차 또는 버스에 탑
승한 뒤에는 안전을 위해 출입문 주변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

1 멈춰 서서 버스 및 열차가 오는지 보고
들으십시오.

2 절대로 버스 앞 또는 뒤에서 걷지 마십시오.
3 지정된 횡단보도로만 길 또는 철도 선로를

원하시는 곳에 앉고나 서 계실 수 있지만 한
좌석만 사용하십시오. 각 열차의 저상 중앙
섹션은 노약자나 장애자 승객용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맹인 안내견과 다른 서비스
동물은 DART 차량에 탑승될 수 있습니다.

통로를 막지 마십시오. 유모차는 접어서
통로에서 치워주십시오. 또한 모든 수하물을
치워서 통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열차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시고 타시고자 하는 열차가 도착할 때에는 탑승
준비를 하십시오. 원하시는 노선 번호를 표시하는 버스정류장의 표지판 바로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십시오.
** 열차 또는 버스 이용을 위한 차표와 이용권은 모든 열차역의 플랫폼이나
시티플레이스역의 중간 2 층에 설치된 자동 차표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열차는 정시에 출발해야만 합니다. 열린 문을 그대로 붙잡는 행위는 귀하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이 닫히면, 다른 행동을 하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십시오.

6
7
8
9
10

건너십시오. 신호등의 건너기 표시를
기다리고 절대로 열차 주변에서 걸어 다니지
마십시오.
4 길 또는 철로를 건널 시 항상 자녀의 손을 잡고
정류장 플랫폼 및 열차안에서 항시 자녀들이
곁에 있도록 하십시오.
5 어린이에게 앞문으로만 버스에서 하차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공사구역에서 걸어 다니지 말고 절대로 철도
선로 또는 그 주변에서 장난치지 마십시오.
언제나 열차 승강장 끝에 표시된 주의선 뒤에 서 있으십시오.
철도 선로를 운전하여 가로지르거나 회전하는 경우
주의하십시오.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건널목에서 절대로 열차가 지나기 전에 건너려고 하지 마십시오.

응급 상황시에는 214.928.6300 또는 911로 전화를 걸어 즉시 DART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열차역에 계신 경우에는 파란색의 승객 응급 전화
(PEC) 장치를 찾아서 빨간색 버튼을 눌러 911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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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DART Rail 시스템은 플레이노(Plano)에서

웨스트오크클리프(West Oak Cliff)까지 운행되는
레드라인(Red Line), 다운타운갈랜드(Downtown
Garland)에서 사우스오크클리프(South Oak Cliff)
까지 운행되는 블루라인(Blue Line), 노스카롤톤
(North Carrollton)에서 플레전트그로브(Pleasant
Grove)까지 운행되는 그린라인(Green Line), 2010
년 12월 6일을 기해 플레이노에서 댈러스(Dallas)
의 바크만레이크(Bachman Lake) 사이를 피크
시간에 제한된 운행수로 운영되는 오렌지라인
(Orange Line)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라인이
댈러스 다운타운으로 운행됩니다. 오렌지라인을
노스어빙(North Irving)/라스콜리나스(Las Colinas)
어반센터(Urban Center) 및 DFW 국제공항까지
확장시키고 블루라인을 로울렛(Rowlett)까지
확장시키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DART 버스 시스템 Dart 버스

시스템: 130 개의 노선을 가진 DART Bus System
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곳 어디라도 갈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DART Rail 또는 다른 버스 노선으로
연결을 해 주므로 저희의 서비스 지역이라면
어디라도 가실 수 있습니다. DART 의 버스 노선:
번호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언제나
편리한 이용”단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ART On-Call 저희의 요청식 커브 투
커브(curb-to-curb) 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집에서 주변의 DART Rail 역, 교통
센터, 쇼핑 및 기타 인기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트 로울릿(East
Rowlett), 파머스 브랜치(Farmers Branch), 글렌
하이츠(Glenn Heights), 레이크 하일랜드(Lake
Highlands), 레이크우드(Lakewood), 노스 센트럴
플레이노(North Central Plano), 노스 댈러스(North
Dallas) 및 리처드슨(Richardson) 의 지정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Flex 서비스 고정 노선의 장점에 지정장소

픽업 및 하차의 편리함을 결합한 독특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6 개의 노선이 텔레콤
코리더(Telecom Corridor), 사우스 어빙(South Irving),
사우스 플레이노(South Plano) 및 이스트 플레이노(East Plano), 갈랜드/
로울릿(Garland/Rowlett)와 댈러스 동남 지역의 레이크 준(Lake June)
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DART 지역 요금은 버스 정류장에서의
탑승, 그리고 고정 노선 외에 지정 구역 내 서비스 이용에 대한
DART System 요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는 일정표 내에서 이러한
여정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합니다.

Trinity Railway Express (TRE)

이 통근 열차는 댈러스 및
포트 워스(Fort Worth) 의 도심지와
중부 도시들의 정류역, 그리고 DFW 국제
공항과의 교통을 연결합니다. 열차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행됩니다.

M-Line Streetcar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전차로 댈러스 도심
예술 지구와 웨스트 빌리지(West Village,
시티플레이스(Cityplace) 역에서 DART Rail
로 환승 가능)를 비롯한 주택 지구의
트렌디한 샵, 갤러리, 비스트로 등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DART Paratransit 서비스

186대의 모던하고 이용이 편리한 차 량이 일반 고정 노선 버스
또는 열차 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커 브 투 커브
(curb-to-curb) 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용 대상 승객들은
DFW 국제공항 및 러브 필드(Love Field)
공항을 비롯한 DART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라도 여행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DART Vanpool

승객 밴(유지보수, 보험 및 응급 이용 프로그램을 갖춤)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6-15
명의 통근자 그룹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DART 밴풀은 고용주가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보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igh Occupancy Vehicle (HOV) 차선
2009 년 7월 Interstate 30 West (Tom
Landry Highway) 를 따라 9마일을
시작하면서, DART는 2 인 이상 승객이
탄 차량을 위해 지정된 84 마일 차선
네트워크가확립되었습니다.

korean |
n 영업 시간 이후에 DART 차량, 시설 또는 건물에 허가 없이
남아 있는 행위
n 교통 또는 보행자 통제 교차로 또는 지정된 보행자 횡단보도
이외의 DART 철도 선로를 건너는 행위

DART 차량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단,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
n

DART 차량 또는 DART 시설에서 흡연 및 씹는 담배를
포함하여 담배 제품의 잔여물을 배출하는 행위
n

승객 행동수칙

n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 또는 가솔린, 등유 혹은 프로판
가스와 같은 기타 위험 물질을 소지 또는 운반하는 행위
n

2007년 6월 26일 Dallas Area Rapid Transit의 이사회는 DART
차량을 타고,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건물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수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수칙의
전체 원문 및 관리 규정 사본은 www.DART.org 또는 DART
Headquarters, 1401 Pacific Avenue, Dallas, Texas 752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의 2.02절은 DART 행동수칙 집행을 규정합니다. 하나 이상의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분은 DART 경찰관, DART 요금 집행 경관,
또는 DART 버스/LRV 라인 감독관에 의해 DART 차량 또는 시설
이용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DART 행동수칙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n

n

n

n

n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불경스럽거나 무례한 행동, 또는
이어폰 없이 사운드를 발생하는
일체의 전자 장치를 작동하는 것
등을 비롯한 혼동을 주거나 방해를
하는 행위
DART 차량에서 알코올 음료를 소비하거나 열려진 알코올 음료
용기를 소지하는 행위
정당한 요금을 지불했다는 증거 없이 DART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 또는 간청을 하는 행위
교통수단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DART 시설 또는 건물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DART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DART 차량에 동물을 데리고 탑승하는 행위(단, 동물의 목적이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일 경우, 동물이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한 훈련 과정에 있는 경우, 또는 동물이 들어가기에 충분한
컨테이너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제외)
n

또한 DART 경찰을 비롯한
모든 법률 집행 주체는 DART
행동수칙 이외에 모든 지역,
주 및 국가 법률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을 차량 기사에게
보고하거나 DART 경찰에게 214.928.63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DART Rail 고객은 열차의 양쪽 끝에 차량에 있는 비상 인터콤을
사용하여 차량 기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DART Rail 역에 새롭게 설치된 승객비상전화
(PEC) 장치에서 빨간색 버튼을 눌러 911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 환승 센터에서는 역 모니터 또는 모든 버스 또는
열차 기사에게 통보하거나 DART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고객은
또한 교통 센터 공중전화에서 *80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Always
available.
永遠伴您左右
언제

이용하십시오

Luôn sẵn lòng phục vụ.
Customer Information (routes, schedules, trip
planning assistance, general information)
乘客訊息 (行車路線、
時刻表、旅程計劃協助、綜合資訊)

이용자 안내 (노선, 시간표,
외출일정계획을 위한 도움, 일반 안내)
Thông tin dành cho khách hàng
(các lộ trình, lịch trình hoạt động, trợ giúp lập
kế hoạch chuyến đi, thông tin tổng quát)

214.979.1111

Lost & Found
失物招領
분실물 신고. 전화번호
Đồ thất lạc và tìm thấy

214.749.3810

DART Police
DART 警察
다트 경찰. 전화번호
Cảnh sát DART

214.928.6300

Customer Response Center
(requests, commendations, concerns)
乘客服務中心 (要求、表揚、關心事項)
이용자 반응 센터 (요청사항, 만족사항,
염려사항등을 위한 신고) 전화번호
Trung Tâm Trả Lời Khách Hàng
(các yêu cầu, khen ngợi, vướng mắc)

214.749.3333

RideShare/Commuter Services
(carpool/vanpool information)
共乘／通勤服務 (轎車／廂型車共乘資訊)
합승 /출퇴근서비스 (승용차 합승 /밴 합승
안내) 전화번호
Dịch Vụ RideShare/Hành Khách
(thông tin về xe chở người theo nhóm/xe
đi chung)

Paratransit Services for the
mobility impaired
行動障礙者的輔助客運服務
214.747.RIDE
신체 장애인을 위한 마을버스 서비스.
전화번호 Fort Worth Transportation Authority (the T)
Dịch vụ chuyên chở người khuyết tật
沃斯堡運輸局 (T)
dành cho những người khó đi lại do
포트 워드 교통국 (T). 전화번호
bệnh tật
Cơ Quan Vận Chuyển Fort Worth (T)

214.515.7272

817.215.8600

DART.org
Weather, special events, and traffic conditions may alter service.
天候、特殊事件和交通狀況可能導致服務有所更動。
제공하는 서비스는 날씨, 특별행사, 또는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Dịch vụ có thể thay đổi do thời tiết, các sự kiện đặc biệt, và điều kiện giao thông.
161-183-99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