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트랙 보수공사 #15
오렌지 라인에 실시
Stadium-Armory 와 New Carrollton 사이
라인 폐쇄, 2017 년 5 월 16 일 화요일
-6 월 15 일 목요일

Stadium-Armory 메트로레일 역에서 오렌지 라인을 이용하세요?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세요.
앞으로 변동될 사항:
•

Stadium-Armory 역과 New Carrollton 역 간을 운행하는 오렌지 라인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폐쇄되는 역: New Carrollton, Landover, Cheverly, Deanwood 및
MinnesotaAve

•

폐쇄되는 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운행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하세요.

•

여러 개의 대체 경로를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세요.

•

다양한 경로 옵션은 wmata.com/safetrack or http://safetrack.godcgo.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메트로고객서비스센터에 202-637-7000 으로 연락하세요.

•

wmata.com/metroalerts 에서 MetroAlerts 에 가입하시면 세이프트랙(SafeTrack)에 관한 최신
정보와 기타 서비스 장애에 관한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Stadium-Armory 메트로레일 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보통 다음의 역을 이용합니다. 아래의 대체
경로를 고려해서 계획해 보세요.

역명

대체 경로

Deanwood

무료 셔틀 버스 (30 분 간격 운행) 또는 메트로버스 96, W4 로 환승

Minnesota Ave

무료 셔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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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sota Ave 메트로레일 역에서 오렌지 라인을 이용하세요?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세요.
앞으로 변동될 사항:

•

Stadium-Armory 역과 New Carrollton 역 간을 운행하는 오렌지 라인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폐쇄되는 역: New Carrollton, Landover, Cheverly, Deanwood 및MinnesotaAve

•

폐쇄되는 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운행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하세요.

•

여러 개의 대체 경로를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세요.

•

다양한 경로 옵션은 wmata.com/safetrack or http://safetrack.godcgo.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메트로고객서비스센터에 202-637-7000 으로 연락하세요.

•

wmata.com/metroalerts 에서 MetroAlerts 에 가입하시면 세이프트랙(SafeTrack)에 관한 최신 정보와
기타 서비스 장애에 관한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Minnesota Ave 메트로레일 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다음의 역을 이용합니다. 아래의 대체 경로를 고려해서
계획해 보세요.
역명
Anacostia
Columbia Heights

Congress Heights
Deanwood
Foggy Bottom-GWU
Potomac Ave
Rhode Island Ave

대체 경로
메트로버스 노선 V2
Gallery Place 메트로레일 역까지 메트로버스 노선 X2 또는 X9 이용; 그린 라인으로 환승
또는, Stadium-Armory 메트로레일 역까지 무료 셔틀 이용; L’Enfant Plaza 메트로레일 역에서 그린 라인으로
환승
메트로버스 노선 V2; 노선 92 로 환승
또는, 메트로버스 노선 U8; W4 로 환승
메트로버스 노선 U7
또는, 무료 셔틀 버스(30 분 간격으로 운행)
Stadium-Armory 메트로레일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블루, 오렌지, 실버 라인으로 환승
또는, 메트로버스 노선 X2; 30N, 30S, 32, 36 으로 환승
메트로 버스 노선 V4
Gallery Place 메트로레일 역까지 메트로버스 노선 X2 또는 X9 이용; 레드 라인으로 환승
또는, NoMa-Gallaudet U 메트로레일 역까지 메트로버스 노선 X3 이용; 레드 라인으로 환승
또는, Stadium-Armory 메트로레일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블루, 오렌지, 또는 실버 라인으로 환승;Metro
Center 메트로레일 역에서 레드 라인으로 환승

Stadium-Armory

무료 셔틀 버스

Southern Ave
U Street-Cardozo

Anacostia 메트로레일 역까지 메트로버스 노선 V2 이용; 그린 라인으로 환승
메트로버스 노선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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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nwood 메트로레일 역에서 오렌지 라인을 이용하세요?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세요.
앞으로 변동될 사항:

•

Stadium-Armory 역과 New Carrollton 역 간을 운행하는 오렌지 라인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폐쇄되는역:New Carrollton, Landover, Cheverly, Deanwood 및MinnesotaAve

•

폐쇄되는 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운행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하세요.

•

여러 개의 대체 경로를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세요.

•

다양한 경로 옵션은 wmata.com/safetrack or http://safetrack.godcgo.com/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메트로고객서비스센터에 202-637-7000 으로 연락하세요.

•

wmata.com/metroalerts 에서 MetroAlerts 에 가입하시면 세이프트랙(SafeTrack)에 관한 최신 정보와 기타 서비스
장애에 관한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Deanwood 메트로레일 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보통 다음의 역을 이용합니다. 아래의 대체 경로를 고려해서 계획해 보세요.
역명
Anacostia
Columbia Heights
Foggy Bottom-GWU
Georgia Ave-Petworth
Minnesota Ave
Rhode Island Ave

Shaw-Howard U
Southern Ave
Stadium-Armory
Tenleytown-AU

대체 경로
Minnesota Ave 메트로레일 역까지 메트로버스 노선 U7 또는 무료 셔틀 버스 이용(30 분 간격 운행); 메트로버스 노선 V2
또는 W4 로 환승
Capitol Heights 메트로레일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블루나 오렌지 라인으로 환승;
L’Enfant Plaza 메트로레일 역에서 그린 라인으로 환승
Capitol Heights 메트로레일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블루나 오렌지 라인으로 환승
또는 Minnesota Ave 메트로레일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30 분 간격 운행)나 U7 이용; X2 로 환승; 30N, 30S, 32, 36 으로 환승
Capitol Heights 메트로레일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블루나 오렌지 라인으로 환승;
L’Enfant Plaza 메트로레일 역에서 그린 라인으로 환승
메트로버스 노선 U7
또는 무료 셔틀 버스 (30 분 간격 운행)
Minnesota Ave 메트로레일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30 분 간격 운행) 또는 U7 이용; 메트로버스 노선 X2 나 X9 으로
환승해서 Gallery Place 메트로레일 역까지 이동; 레드 라인으로 환승
또는 Minnesota Ave 메트로레일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30 분 간격 운행) 또는 U7 이용; 메트로버스 노선 X3 로
NoMa-Gallaudet U 메트로레일 역까지 이동; Red Line 레드 라인으로 환승
또는 Capitol Heights 메트로레일 역까지 무료 셔틀버스 이용; 블루나 오렌지 라인으로
환승; Metro Center 메트로레일 역에서 레드 라인으로 환승
Capitol Heights 까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블루나 오렌지 라인으로 환승;
L’Enfant Plaza 메트로레일 역에서 그린 라인으로 환승
메트로버스 노선 W4; Congress Heights 메트로레일 역에서 그린 라인으로 환승
무료 셔틀 버스 (30 분 간격 운행) 또는 메트로버스 노선 W4; 96 으로 환승
메트로레일 역까지 무료 셔틀 버스 이용; 블루나 오렌지 라인으로 환승;
메트로레일 역에서 레드 라인으로 환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