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nguage Assistance  

언어 도우미 서비스  

 

언어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코럴빌 시내 

버스, 아이오와 시티 시내 버스, 존슨 카운티 SEATS, 및 아이오와 대학교 캠버스 각각의 

기관에서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글로 정보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오와 시티:  http://www.icgov.org/default/?id=1515  

코럴빌:   http://www.coralville.org/mod.php?mod=department&did=29  

캠버스:   http://www.uiowa.edu/~cambus/  
 

아이오와 시티와 코럴빌에서는 “랭기지 라인” (Language Line) 전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중언어를 구사하는 도우미들이 하루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므로 아무때나 

편하신 시간에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랭기지 라인 전화 서비스를 사용하시려면 각각의 

대중 교통 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이오와 시티 시내 버스 주소 : 1200 사우스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52240,  전화번호 : (319)356-5151  
 

코럴빌 시내 버스 주소 : 1512, 7번가, 코럴빌, 아이오와 52241,  전화번호 : (319)248-1790  

 

각각의 대중 교통 기관 시설에 가시면 관련 직원이 필요하신 정보를 통역해 드릴 것입니다.  
 
 
What Bus to Take  

버스 승차 안내: 어떤 버스를 타야 하나요?  
 

각 버스의 전면 및 측면에 버스 노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각각의 대중 교통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버스노선과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오와 시티의 버스노선 및 시간표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오와 시티홀 (410 이스트 워싱턴가)  

아이오와 시티 공공 도서관  

지역 내 각종 병원  

IMU 캠퍼스 인포메이션 센터  

그리고 아이오와 시티 시내 버스에서 아이오와 시티 버스노선 및 시간표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코럴빌 버스 노선도와 시간표는  

 

코럴빌 하이비 슈퍼마켓  



코럴빌 시티홀  

코럴빌 레크리에이션 센터  

코럴빌 공공 도서관  

코럴빌 시내 버스  
 
 
Hours of Operation  

운영시간 안내  
 

아이오와 시티 시내 버스 운행시간  
 

시내 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오후 

6:30까지는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30부터 밤 10:30까지는, 한 시간에 1회씩 운행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시간에 1회씩 운행됩니다. 일요일에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코럴빌 버스 운행시간  
 

코럴빌 시내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부터 밤 11:45까지 운행되며 토요일은 

오전 7:15부터 저녁 7:30까지 버스가 운행됩니다. 일요일에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 캠버스  
 

캠버스는 학기 중에는 매일 운행되며, 여름방학 동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됩니다. 운영시간은 지역별, 계절별 변동이 있으나 보통 오전 6시부터 밤 

12시(자정)까지 운행됩니다. 자정까지 운행되는 버스 노선표는 학기 중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Fares and Passes  

버스요금 및 버스패스  
 

아이오와 시티 시내 버스와 코럴빌 시내 버스에서는 잔돈을 돌려드리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타실 때마다 정확한 액수의 요금을 지불하시기 불편하신 

분께서는 24시간 동안 유효한 버스패스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오와 시티 시내 버스 패스는 아래 장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0-라이드 패스 & 31일 성인 버스패스  

 

*아이오와 시티 시청, 접수계  

*아이오와 시티 주차장  

*타워 플레이스 (335 아이오와 애비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