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 고시  
워싱턴수도권교통청(Metro) 
서비스 변경 제안 및   

청장의 2010 회계연도 예산안 
고시안 B09-3 

 
목적 
 
본 고시(告示) 의 목적은 워싱턴수도권교통청(Metro), 워싱턴교외교통위원회(Washington 
Suburban Transit Commission), 북버지니아교통위원회(Northern Virginia 
Transportation Commission),  District of Columbia 주최로 다음과 같이 청장의 2010 
회계연도 예산안 및 2009년 6월 28일 발효 예정인 서비스 변경안에 관해 6회에 걸친 공청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지하는데 있습니다. 
 
 
공청회 번호 538 
2009년 4월 13일 월요일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6201 Belcrest Rd 
Hyattsville, MD 

공청회 번호 539 
2009년 4월 13일 월요일 
Marshall Road Elementary 
School 
730 Marshall Rd SW 
Vienna, VA 

공청회 번호 540 
2009년 4월 14일 화요일 
First Baptist Church of Wheaton 
10914 Georgia Ave 
Wheaton, MD 

공청회 번호 541 
2009년 4월 15일 수요일 
Arlington County Government 
#1 Courthouse Plaza 
2100 Clarendon Blvd, Rm. 307 
Arlington, VA 

공청회 번호 542 
2009년 4월 15일 수요일 
Saint Francis Xavier Church 
2800 Pennsylvania Ave SE 
Washington, D.C. 

공청회 번호 543 
2009년 4월 17일 금요일 
Metro Headquarters Building 
600 Fifth Street, NW 
Washington, D.C. 

상기 공청회는 모두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공청회장에는 휠체어를 이용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화 통역사와 같은 특별 보조 서비스 
또는 공청회 참석에 추가 편의시설이 필요한 개인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본 자료를 받고자 
하는 개인들은 Metro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4월 6일 월요일까지 202-962-2511 
또는 TTY: 202-638-3780으로 Danise Peña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wmata.com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안안 
 
워싱턴수도권교통청(Metro)은 2009 년 7 월 1 일자로 개시되는 2010 회계연도의 예산 
부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메트로버스(Metrobus), 메트로레일(Metrorail), 
메트로액세스(MetroAccess) 서비스는 승객 요금과 District of Columbia, Maryland 주, 
Virginia 지방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Metro 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운영비 삭감을 위해 다수의 비용 절감 조치 및 
인원 감축을 단행하였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청장의 2010년 예산안, District of Columbia/Maryland 교외/북부 Virginia 
지역에서의 일부 버스 노선의 서비스 변경안, 버스 J7, J9,  W19 Maryland 노선, 
버스 26A, E, W Virginia 노선에 대한 승객 요금 제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wmata.com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Metro 는 워싱턴수도권교통청(Metro) 협약 제 62 조에 따라 District of Columbia, 
Maryland 교외, 북부 Virginia 에서 6 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에 관한 
정보는 인근 도서관, 메트로버스(Metrobus), 메트로레일(Metrorail) 기차, 
온라인(www.wmata.com)을 통해 제공됩니다. 
 
공청회에서의 발언권 등록 방법 
 
서비스 변경안 또는 청장의 2010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개인들에게는 의견을 제기하고, 제안안을 지지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증인 목록을 작성해야 하므로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개인 및 조직의 대표들은 해당 청문회 개최 당일 오후 2 시까지 Office of the 
Secretary,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600 Fif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01 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소속 조직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발언 신청서를 202-962-1133 으로 팩스 전송하거나 public-
hearing-testimony@wmata.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신청서 한 부 당 
발언자의 이름은 하나만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발언하고자 하는 공청회 번호를 기록해 
주십시오. 발언자 이름이 복수로 기재된 명단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청회에 참석자들 
중 발언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된 발언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발표가 있은 다음 5분 동안 각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록하지 않은 발언자들은 3 분 동안 발표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다른 
발표자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서면 의견서 제출 방법 
 
2009 년 4 월 20 일 월요일 오후 5 시까지 Office of the Secretary,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600 Fif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01로 
서면 의견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public-hearing-testimony@wmata.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 시 본 공문의 맨 앞에 명시된 공청회 번호 및/또는 
고시안 번호를 기록해 주십시오. 
 
 



 

 

노선 폐지 

노선 노선명 변경 사항 

District of Columbia 

M2 Fairfax Village - Naylor Road 운행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F14 노선으로 일부 
승객들을 위한 대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5 MacArthur Blvd. - Georgetown 운행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D6 노선으로 일부 
승객들을 위한 대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aryland 

B27 Bowie - New Carrollton 운행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B21, B22, T16, 
T17 노선으로 일부 승객들을 위한 대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29, B31 Crofton - New Carrollton 운행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B21, B22, B24, 
B25, C28 노선으로 일부 승객들을 위한 대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7, C9 Greenbelt - Glenmont 운행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83, 86, 87, 89, C2, 
C8, R2, R5, R12, T17, Z8, Z9 노선, 라이드 온(Ride 
On) 10, 버스 11노선으로 일부 승객들을 위한 대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12, C14 Hillcrest Heights 운행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H11, H12, 
P12노선으로 일부 승객들을 위한 대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3 Greenbelt - Fort Totten 운행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83, C2, C4, C8, 
F4, F6, F8, R1, R2, R4, R5, R12, T16, T17 노선, 버스 
11, 13, 14, 15, 15X, 16번 노선으로 일부 승객들을 
위한 대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15 Indian Head Highway 운행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A2, D12, D13, 
D14, P12, W13 노선으로 일부 승객들을 위한 대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Virginia 

22B Pentagon-Army/Navy Dr.-Shirley Pk. 운행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 알링턴 
교통청(Arlington Transit)이 서비스를 대체합니다. 

24P Ballston - Pentagon 운행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 알링턴 
교통청(Arlington Transit)이 서비스를 대체합니다. 

   

노선 또는 구간 폐지 

노선 노선명 서비스 단축 내역 

Maryland 

C4,C2 Greenbelt - Twinbrook Wheaton과 Twinbrook 역 사이를 운행하는 C4  
노선의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합니다.   (C2는 
Wheaton 역 서쪽 방면 연장 구간 운행에만 
적용됩니다.) 



 

 

C8 College Park - White Flint 주중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 및 토요일에는 운행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J5 Twinbrook - Silver Spring 러시 아워 시간에만 C4와 Q2의 운행 중단 구간을 
부분 대체 운행편으로 노선을 재편성합니다.  차간 
운행 간격을 30분에서 20분으로 줄입니다. 

L7 Connecticut Avenue - Maryland L7 노선을 폐지하고 L8 노선의 운행을 늘립니다. 

NH1 National Harbor Southern Avenue 역에서 Branch Avenue 역까지의 
노선을 재편성합니다. 

P17, P18, P19 Oxon Hill - Fort Washington Southern Avenue 역까지의 노선을 모두 
재편성합니다.  급행 요금 대신 정규 요금을 
부과합니다. 

Q2 Veirs Mill Road Montgomery College(Rockville 캠퍼스) 북쪽과 
Wheaton 역 남쪽 구간의 운행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학생들의 이동에 필요한 Rockville 역과 Montgomery 
College 간의 노선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W13, W14 Bock Road Southern Avenue 역까지의 노선을 모두 
재편성합니다.  급행 요금 대신 정규 요금을 
부과합니다. 

Z2 Colesville - Ashton 주중 낮시간 운행을 폐쇄합니다.  토요일에는 White 
Oak와 Colesville 간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Virginia 

10A Hunting Towers - Pentagon 주중 오후 9시 이후 및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주중, 토요일 야간 및 일요일 10A 노선의 Alexandria 
구간을 대체하기 위해 10B 운행 서비스를 늘립니다. 

21A,B,C,D,F Landmark - Pentagon Reynolds St., Edsall Rd., Whiting St., Stevenson 
Ave., Yoakum Pkwy., Edsall Rd., Van Dorn St., Duke 
St., I-395를 통해 Pentagon으로 가는 단일 노선으로 
재편성합니다. 

26A,E,W GEORGE(Falls Church 서비스) 운행 서비스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요금을 $0.50에서 
정규 요금($1.35(현금)/$1.25(SmarTrip))으로 
인상합니다. 

   

특정 노선의 요금 인상 

노선 노선명 요금 변경 

Maryland 

J7, J9 I-270 Express 정규 요금 대신 $3.10(현금)/$3.00(SmarTrip) 급행 
요금을 부과합니다. 

W19 Indian Head Express 정규 요금 대신 $3.10(현금)/$3.00(SmarTrip) 급행 
요금을 부과합니다. 

Virginia 

26A,E,W GEORGE(Falls Church 서비스) 요금을 $0.50에서 정규 
요금($1.35(현금)/$1.25(SmarTrip))으로 인상합니다. 



 

 

   

차간 운행 간격 변경 

노선 노선명 변경 사항 

District of Columbia 

52, 53, 54 14th Street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4.5분에서 
5분으로 늘립니다. 

80 North Capitol Street 오전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8.5분에서 
10분으로 늘립니다. 

90, 92 U Street - Garfield 오전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4분에서 
4.5분으로, 오후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5분에서 5.5분으로 늘립니다. 

H2, H3, H4 Crosstown 오전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5분에서 
5.5분으로, 오후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8.5분에서 10분으로 늘립니다. 

H6 Brookland - Fort Lincoln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10분에서 
14분으로,  
낮시간 운행 간격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립니다. 

N2, N3, N4 Massachusetts Avenue 오후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6분에서 
7분으로 늘립니다. 

S2, S4 16th Street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4분에서 
4.5분으로 늘립니다. 

V7, V9 Minnesota Avenue - M Street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8분에서 
9분으로 늘립니다. 

X2 Benning Road - H Street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6.8분에서 
7.5분으로 늘립니다. 

Maryland 

A12 M. L. King Jr. Highway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20분에서 
25분으로 늘립니다. 

J11, J12 Marlboro Pike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23분에서 
31분으로 늘립니다. 

Z9, Z29 Laurel - Burtonsville Express 각 노선의 오전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립니다. 

Z11, Z13 Greencastle - Briggs Chaney 
Express 

러시 아워 시간의 Z11 버스간 운행 간격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립니다. 

Virginia 

7A, 7E, 7F Lincolnia - North Fairlington 7A,F: 저녁 시간(오후 8시 - 10시) 에는 버스간 운행 
간격을 15분에서 30분으로 늘립니다. 
7E: 오전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4분에서 7.5분으로,  오후 러시 아워 시간의 버스간 
운행 간격을 7.5분에서 10분으로 늘립니다. 

   



 

 

주말에는 라이드 온(Ride On) 대신 메트로버스(Metrobus)로 운행  
(메트로버스(Metrobus)는 주중에도 계속 운행됩니다.) 

노선 노선명 요일 

L8 Connecticut Avenue - Maryland 토요일 및 일요일.  라이드 온(Ride On)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T2 River Road 토요일 및 일요일.  라이드 온(Ride On)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Z2 Colesville - Ashton 토요일.  라이드 온(Ride On)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