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tthew Mroz, CMCS, Van Dorn Metro Sunrise (Infrastructure & Equipment)

The architecture at Van Dorn Metro Station is built in a way where the canopy covers the escalators and the platform itself is elevated nearly as high as the 
surrounding structures. Every morning on my commute, as I walk east toward the rising sun and the limits of the canopy covering, the sky reveals itself. A 

beautiful way to start the day.

탑승하세요. 하차하세요. 다시
탑승하세요.

수도방문중에많은지역을
돌아다니고자하시는경우 Metro 

탑승권으로시간과비용을절약하실수
있습니다. 

1일, 3일및 7일무제한패스는모든
Metro 역에서구매할수있으며원하는
만큼 Metrorail과 Metrobus를이용하여
여기저기원하는곳을모두방문하실
수있습니다.

Metro 승객
가이드

wmata.com

무제한탑승권으로
관광지를
즐겨보세요.

정보는변경될수있습니다.    50-124  7-19

고령층및장애인을위한특별운임
Senior SmarTrip®카드또는 Reduced Fare SmarTrip® ID를
사용하실때고령층과장애가있는시민은혼잡시간운임의절반
가격을지불합니다. 자세한정보는 wmata.com에서확인하세요.

절약형탑승권
Metro에서는여러분의일정에맞는일간, 주간및월간무제한
탑승권을제공합니다. 모든역또는 wmata.com에서구매하세요.

운영시간
월요일~목요일:오전 5시~오후 11시 30분
금요일:     오전 5시~오전 1시
토요일:    오전 7시~오전 1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11시
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에서마지막열차출발시간을
확인하세요. Metrobus 일정과배차간격은노선별로다릅니다. 
wmata.com/schedules에서맞춤형일정을만드세요.

운임지불
Metrorail

운임은이동거리와진입시간을기준으로계산되며
특별행사기간에는변경될수있습니다. 모든 Metro 
역에있는교통카드기계또는 wmata.com에서
SmarTrip®카드를구매하세요. Metrorail 시스템에
출입하려면 5세이상의모든승객은 SmarTrip®카드를
소지해야합니다. 

Metrobus

운임은요금함에게시되어있습니다. SmarTrip®카드나
토큰을사용하지않는경우정확한운임을소지하셔야
합니다. Metrobus 운전사는현금을구비하지않아
거스름돈을드릴수없습니다. 

*wmata.com에서만구매가능.

METRO 역찾기
큰 M이그려진높은갈색기둥은역입구를뜻합니다. 
기둥에있는색상줄무늬는역에서운영하는노선을
나타냅니다.

METRO 역에주차하기
주차요금은탑승객과비탑승객에따라다릅니다.
가장낮은주차요금을내시려면 Metrorail에서사용한
동일 SmarTrip®카드를주차요금을지불하세요.

METRORAIL 편의시설
역입구와열차플랫폼은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사용할수없는경우
셔틀버스서비스를요청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어떤엘리베이터가사용불가인지확인하시려면
wmata.com에방문하시거나202-962-1212번으로
전화하시거나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의
모니터또는역플랫폼에위치한전자신호를
확인하세요.

환승
버스에서열차또는열차에서버스로환승하시는경우 Metro(및모든
지역버스시스템)에서는두번째탑승시 $0.50 할인을제공합니다. 
버스에서 버스 환승은 두 번째 버스가 첫 번째 버스보다 운임이
높지 않은 한 무료입니다. 운임이 높은 경우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시려면 SmarTrip®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금이나 탑승권으로 지불하시면 할인 또는
무료환승을하실수없습니다. 환승기한은첫번째탑승과두번째
탑승시작사이두시간입니다.

역내 WI-FI
대부분의 Metrorail 역에서는 무료 Wi-Fi를 제공합니다. “Metro-
Public [Metro-공공]”를선택하시고이용약관에동의하세요.

안전및보안
수상한것을목격할경우 Metro 교통경찰국(Metro Transit Police 
Department)에 696873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응급상황의
경우 911번이나 202-962-2121번으로연락하세요.

자전거와 METRO
대부분의 Metro 역에서는 자전거 랙이 있으며 일부 역에는 대여할
수있는잠금장치가있어자전거를타고역으로향해안전하게보관
후 Metrorail이나 Metrobus를탑승하시면됩니다.

Metrorail에서
Metrorail에서는 항상 자전거 탑승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붐비는 열차에는 자전거 소지가 금지됩니다. 
Metro에서는 특별 행사 기간과 기타 혼잡이 예상되는 기간에
자전거를거부할수있는권리도보유하고있습니다.

Metrobus에서
모든 Metrobus에는두대의자전거를놓을수있는랙이있습니다.

탑승객에게는자전거를탑승, 고정및분리할책임이있습니다.

자전거를싣기위해버스에탑승하기전에버스가정차하고운전사가
승객을확인했는지확인하세요.

자세한정보는 WMATA.COM을참조하세요
탑승 일정을 계획하고 서비스 상태와 알림을 확인한 후 버스와
열차 도착 시간 또는 일정을 확인하고 MetroAccess(파라트랜짓
서비스)에대해자세히알아보고소매/통근자매장위치및더많은
정보를확인하세요.

202-637-7000    TTY: 202-962-2033

facebook.com/metroforward

@MetroForward

@WMATA

월간탑승권*

$72.00부터

$28.00

$58.00

$15.00

$38.00

$13.00

7일탑승권7일탑승권

7일탑승권1일탑승권 3일탑승권

단구간 무제한

무제한무제한 지역버스

무제한

운임및탑승권판매구역
SmarTrip®카드와탑승권을 wmata.com, 모든 Metrorail 역과많은소매점에서구매하세요: wmata.com/stores.

분실물찾기
버스나열차또는역에서물품을잃어버리셨을경우분실물
찾기(Lost & Found)에 202-962-1195번으로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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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SmarTrip® 카드 또는 Reduced Fare SmarTrip® ID를
사용하실때고령층과장애가있는시민은혼잡시간운임의절반
가격을지불합니다. 자세한정보는 wmata.com에서확인하세요.

절약형탑승권
Metro에서는 여러분의 일정에 맞는 일간, 주간 및 월간 무제한
탑승권을제공합니다. 모든역또는 wmata.com에서구매하세요.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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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전 8시~오후 11시
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에서마지막열차출발시간을
확인하세요. Metrobus 일정과 배차 간격은 노선별로 다릅니다. 
wmata.com/schedules에서맞춤형일정을만드세요.

운임지불
Metrorail

운임은 이동 거리와 진입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특별 행사 기간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Metro 
역에 있는 교통카드 기계 또는 wmata.com에서
SmarTrip® 카드를 구매하세요. Metrorail 시스템에
출입하려면 5세이상의모든승객은 SmarTrip®카드를
소지해야합니다. 

Metrobus

운임은요금함에게시되어있습니다. SmarTrip®카드나
토큰을사용하지않는경우정확한운임을소지하셔야
합니다. Metrobus 운전사는 현금을 구비하지 않아
거스름돈을드릴수없습니다. 

*wmata.com에서만구매가능.

METRO 역찾기
큰 M이 그려진 높은 갈색 기둥은 역 입구를 뜻합니다. 
기둥에 있는 색상 줄무늬는 역에서 운영하는 노선을
나타냅니다.

METRO 역에주차하기
주차 요금은 탑승객과 비탑승객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낮은주차요금을내시려면 Metrorail에서사용한
동일 SmarTrip®카드를주차요금을지불하세요.

METRORAIL 편의시설
역입구와열차플랫폼은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사용할수없는경우
셔틀버스서비스를요청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어떤 엘리베이터가 사용 불가인지 확인하시려면
wmata.com에 방문하시거나 202-962-1212번으로
전화하시거나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의
모니터 또는 역 플랫폼에 위치한 전자 신호를
확인하세요.

환승
버스에서열차또는열차에서버스로환승하시는경우 Metro(및모든
지역버스시스템)에서는두번째탑승시 $0.50 할인을제공합니다. 
버스에서버스환승은두번째버스가첫번째버스보다운임이
높지않은한무료입니다. 운임이높은경우차액을지불하셔야
합니다.

할인또는무료환승을하시려면 SmarTrip®카드로운임을
지불하셔야합니다. 현금이나탑승권으로지불하시면할인또는
무료환승을하실수없습니다. 환승기한은첫번째탑승과두번째
탑승시작사이두시간입니다.

역내 WI-FI
대부분의 Metrorail 역에서는무료 Wi-Fi를제공합니다. “Metro-
Public [Metro-공공]”를선택하시고이용약관에동의하세요.

안전및보안
수상한것을목격할경우 Metro 교통경찰국(Metro Transit Police 
Department)에 696873번으로문자를보내주세요. 응급상황의
경우 911번이나 202-962-2121번으로연락하세요.

자전거와 METRO
대부분의 Metro 역에서는자전거랙이있으며일부역에는대여할
수있는잠금장치가있어자전거를타고역으로향해안전하게보관
후 Metrorail이나 Metrobus를탑승하시면됩니다.

Metrorail에서
Metrorail에서는항상자전거탑승이허용됩니다. 그러나모두의
안전을위해붐비는열차에는자전거소지가금지됩니다. 
Metro에서는특별행사기간과기타혼잡이예상되는기간에
자전거를거부할수있는권리도보유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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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Metrobus에는두대의자전거를놓을수있는랙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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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정보는 WMATA.COM을참조하세요
탑승일정을계획하고서비스상태와알림을확인한후버스와
열차도착시간또는일정을확인하고 MetroAccess(파라트랜짓
서비스)에대해자세히알아보고소매/통근자매장위치및더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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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및 탑승권 판매 구역
SmarTrip® 카드와 탑승권을 wmata.com, 모든 Metrorail 역과 많은 소매점에서 구매하세요: wmata.com/stores.

분실물 찾기
버스나열차또는역에서물품을잃어버리셨을경우분실물
찾기(Lost & Found)에 202-962-1195번으로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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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7시~오전 1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11시
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에서마지막열차출발시간을
확인하세요. Metrobus 일정과 배차 간격은 노선별로 다릅니다. 
wmata.com/schedules에서맞춤형일정을만드세요.

운임지불
Metrorail

운임은 이동 거리와 진입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특별 행사 기간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Metro 
역에 있는 교통카드 기계 또는 wmata.com에서
SmarTrip® 카드를 구매하세요. Metrorail 시스템에
출입하려면 5세이상의모든승객은 SmarTrip®카드를
소지해야합니다. 

Metrobus

운임은요금함에게시되어있습니다. SmarTrip®카드나
토큰을사용하지않는경우정확한운임을소지하셔야
합니다. Metrobus 운전사는 현금을 구비하지 않아
거스름돈을드릴수없습니다. 

*wmata.com에서만구매가능.

METRO 역찾기
큰 M이 그려진 높은 갈색 기둥은 역 입구를 뜻합니다. 
기둥에 있는 색상 줄무늬는 역에서 운영하는 노선을
나타냅니다.

METRO 역에주차하기
주차 요금은 탑승객과 비탑승객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낮은주차요금을내시려면 Metrorail에서사용한
동일 SmarTrip®카드를주차요금을지불하세요.

METRORAIL 편의시설
역입구와열차플랫폼은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사용할수없는경우
셔틀버스서비스를요청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어떤 엘리베이터가 사용 불가인지 확인하시려면
wmata.com에 방문하시거나 202-962-1212번으로
전화하시거나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의
모니터 또는 역 플랫폼에 위치한 전자 신호를
확인하세요.

환승
버스에서열차또는열차에서버스로환승하시는경우 Metro(및모든
지역버스시스템)에서는두번째탑승시 $0.50 할인을제공합니다. 
버스에서버스환승은두번째버스가첫번째버스보다운임이
높지않은한무료입니다. 운임이높은경우차액을지불하셔야
합니다.

할인또는무료환승을하시려면 SmarTrip®카드로운임을
지불하셔야합니다. 현금이나탑승권으로지불하시면할인또는
무료환승을하실수없습니다. 환승기한은첫번째탑승과두번째
탑승시작사이두시간입니다.

역내 WI-FI
대부분의 Metrorail 역에서는무료 Wi-Fi를제공합니다. “Metro-
Public [Metro-공공]”를선택하시고이용약관에동의하세요.

안전및보안
수상한것을목격할경우 Metro 교통경찰국(Metro Transit Police 
Department)에 696873번으로문자를보내주세요. 응급상황의
경우 911번이나 202-962-2121번으로연락하세요.

자전거와 METRO
대부분의 Metro 역에서는자전거랙이있으며일부역에는대여할
수있는잠금장치가있어자전거를타고역으로향해안전하게보관
후 Metrorail이나 Metrobus를탑승하시면됩니다.

Metrorail에서
Metrorail에서는항상자전거탑승이허용됩니다. 그러나모두의
안전을위해붐비는열차에는자전거소지가금지됩니다. 
Metro에서는특별행사기간과기타혼잡이예상되는기간에
자전거를거부할수있는권리도보유하고있습니다.

Metrobus에서
모든 Metrobus에는두대의자전거를놓을수있는랙이있습니다.

탑승객에게는자전거를탑승, 고정및분리할책임이있습니다.

자전거를싣기위해버스에탑승하기전에버스가정차하고운전사가
승객을확인했는지확인하세요.

자세한정보는 WMATA.COM을참조하세요
탑승일정을계획하고서비스상태와알림을확인한후버스와
열차도착시간또는일정을확인하고 MetroAccess(파라트랜짓
서비스)에대해자세히알아보고소매/통근자매장위치및더많은
정보를확인하세요.

202-637-7000    TTY: 202-962-2033

facebook.com/metroforward

@MetroForward

@WMATA

월간탑승권*

$72.00부터

$28.00

$58.00

$15.00

$38.00

$13.00

7일탑승권 7일탑승권

7일탑승권 1일탑승권3일탑승권

단구간무제한

무제한 무제한지역버스

무제한

운임 및 탑승권 판매 구역
SmarTrip® 카드와 탑승권을 wmata.com, 모든 Metrorail 역과 많은 소매점에서 구매하세요: wmata.com/stores.

분실물 찾기
버스나열차또는역에서물품을잃어버리셨을경우분실물
찾기(Lost & Found)에 202-962-1195번으로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확인해주세요.

Matthew Mroz, CMCS,Van Dorn Metro Sunrise(Infrastructure & Equipment)

The architecture at Van Dorn Metro Station is built in a way where the canopy covers the escalators and the platform itself is elevated nearly as high as the 
surrounding structures.Every morning on my commute, as I walk east toward the rising sun and the limits of the canopy covering, the sky reveals itself.A 

beautiful way to start the day.

탑승하세요. 하차하세요. 다시
탑승하세요.

수도방문중에많은지역을
돌아다니고자하시는경우 Metro 

탑승권으로시간과비용을절약하실수
있습니다. 

1일, 3일및 7일무제한패스는모든
Metro 역에서구매할수있으며원하는
만큼 Metrorail과 Metrobus를이용하여
여기저기원하는곳을모두방문하실
수있습니다.

Metro 승객
가이드

wmata.com

무제한탑승권으로
관광지를
즐겨보세요.

정보는변경될수있습니다.    50-124  7-19

고령층및장애인을위한특별운임
Senior SmarTrip® 카드 또는 Reduced Fare SmarTrip® ID를
사용하실때고령층과장애가있는시민은혼잡시간운임의절반
가격을지불합니다. 자세한정보는 wmata.com에서확인하세요.

절약형탑승권
Metro에서는 여러분의 일정에 맞는 일간, 주간 및 월간 무제한
탑승권을제공합니다. 모든역또는 wmata.com에서구매하세요.

운영시간
월요일~목요일: 오전 5시~오후 11시 30분
금요일:     오전 5시~오전 1시
토요일:    오전 7시~오전 1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11시
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에서마지막열차출발시간을
확인하세요. Metrobus 일정과 배차 간격은 노선별로 다릅니다. 
wmata.com/schedules에서맞춤형일정을만드세요.

운임지불
Metrorail

운임은 이동 거리와 진입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특별 행사 기간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Metro 
역에 있는 교통카드 기계 또는 wmata.com에서
SmarTrip® 카드를 구매하세요. Metrorail 시스템에
출입하려면 5세이상의모든승객은 SmarTrip®카드를
소지해야합니다. 

Metrobus

운임은요금함에게시되어있습니다. SmarTrip®카드나
토큰을사용하지않는경우정확한운임을소지하셔야
합니다. Metrobus 운전사는 현금을 구비하지 않아
거스름돈을드릴수없습니다. 

*wmata.com에서만구매가능.

METRO 역찾기
큰 M이 그려진 높은 갈색 기둥은 역 입구를 뜻합니다. 
기둥에 있는 색상 줄무늬는 역에서 운영하는 노선을
나타냅니다.

METRO 역에주차하기
주차 요금은 탑승객과 비탑승객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낮은주차요금을내시려면 Metrorail에서사용한
동일 SmarTrip®카드를주차요금을지불하세요.

METRORAIL 편의시설
역입구와열차플랫폼은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사용할수없는경우
셔틀버스서비스를요청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어떤 엘리베이터가 사용 불가인지 확인하시려면
wmata.com에 방문하시거나 202-962-1212번으로
전화하시거나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의
모니터 또는 역 플랫폼에 위치한 전자 신호를
확인하세요.

환승
버스에서열차또는열차에서버스로환승하시는경우 Metro(및모든
지역버스시스템)에서는두번째탑승시 $0.50 할인을제공합니다. 
버스에서버스환승은두번째버스가첫번째버스보다운임이
높지않은한무료입니다. 운임이높은경우차액을지불하셔야
합니다.

할인또는무료환승을하시려면 SmarTrip®카드로운임을
지불하셔야합니다. 현금이나탑승권으로지불하시면할인또는
무료환승을하실수없습니다. 환승기한은첫번째탑승과두번째
탑승시작사이두시간입니다.

역내 WI-FI
대부분의 Metrorail 역에서는무료 Wi-Fi를제공합니다. “Metro-
Public [Metro-공공]”를선택하시고이용약관에동의하세요.

안전및보안
수상한것을목격할경우 Metro 교통경찰국(Metro Transit Police 
Department)에 696873번으로문자를보내주세요. 응급상황의
경우 911번이나 202-962-2121번으로연락하세요.

자전거와 METRO
대부분의 Metro 역에서는자전거랙이있으며일부역에는대여할
수있는잠금장치가있어자전거를타고역으로향해안전하게보관
후 Metrorail이나 Metrobus를탑승하시면됩니다.

Metrorail에서
Metrorail에서는항상자전거탑승이허용됩니다. 그러나모두의
안전을위해붐비는열차에는자전거소지가금지됩니다. 
Metro에서는특별행사기간과기타혼잡이예상되는기간에
자전거를거부할수있는권리도보유하고있습니다.

Metrobus에서
모든 Metrobus에는두대의자전거를놓을수있는랙이있습니다.

탑승객에게는자전거를탑승, 고정및분리할책임이있습니다.

자전거를싣기위해버스에탑승하기전에버스가정차하고운전사가
승객을확인했는지확인하세요.

자세한정보는 WMATA.COM을참조하세요
탑승일정을계획하고서비스상태와알림을확인한후버스와
열차도착시간또는일정을확인하고 MetroAccess(파라트랜짓
서비스)에대해자세히알아보고소매/통근자매장위치및더많은
정보를확인하세요.

202-637-7000    TTY: 202-962-2033

facebook.com/metroforward

@MetroForward

@WMATA

월간탑승권*

$72.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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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간무제한

무제한 무제한지역버스

무제한

운임 및 탑승권 판매 구역
SmarTrip® 카드와 탑승권을 wmata.com, 모든 Metrorail 역과 많은 소매점에서 구매하세요: wmata.com/stores.

분실물 찾기
버스나열차또는역에서물품을잃어버리셨을경우분실물
찾기(Lost & Found)에 202-962-1195번으로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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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chitecture at Van Dorn Metro Station is built in a way where the canopy covers the escalators and the platform itself is elevated nearly as high as the 
surrounding structures.Every morning on my commute, as I walk east toward the rising sun and the limits of the canopy covering, the sky reveals itself.A 

beautiful way to start the day.

탑승하세요. 하차하세요. 다시
탑승하세요.

수도방문중에많은지역을
돌아다니고자하시는경우 Metro 

탑승권으로시간과비용을절약하실수
있습니다. 

1일, 3일및 7일무제한패스는모든
Metro 역에서구매할수있으며원하는
만큼 Metrorail과 Metrobus를이용하여
여기저기원하는곳을모두방문하실
수있습니다.

Metro 승객
가이드

wmata.com

무제한탑승권으로
관광지를
즐겨보세요.

정보는변경될수있습니다.    50-124  7-19

고령층및장애인을위한특별운임
Senior SmarTrip® 카드 또는 Reduced Fare SmarTrip® ID를
사용하실때고령층과장애가있는시민은혼잡시간운임의절반
가격을지불합니다. 자세한정보는 wmata.com에서확인하세요.

절약형탑승권
Metro에서는 여러분의 일정에 맞는 일간, 주간 및 월간 무제한
탑승권을제공합니다. 모든역또는 wmata.com에서구매하세요.

운영시간
월요일~목요일: 오전 5시~오후 11시 30분
금요일:     오전 5시~오전 1시
토요일:    오전 7시~오전 1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11시
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에서마지막열차출발시간을
확인하세요. Metrobus 일정과 배차 간격은 노선별로 다릅니다. 
wmata.com/schedules에서맞춤형일정을만드세요.

운임지불
Metrorail

운임은 이동 거리와 진입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특별 행사 기간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Metro 
역에 있는 교통카드 기계 또는 wmata.com에서
SmarTrip® 카드를 구매하세요. Metrorail 시스템에
출입하려면 5세이상의모든승객은 SmarTrip®카드를
소지해야합니다. 

Metrobus

운임은요금함에게시되어있습니다. SmarTrip®카드나
토큰을사용하지않는경우정확한운임을소지하셔야
합니다. Metrobus 운전사는 현금을 구비하지 않아
거스름돈을드릴수없습니다. 

*wmata.com에서만구매가능.

METRO 역찾기
큰 M이 그려진 높은 갈색 기둥은 역 입구를 뜻합니다. 
기둥에 있는 색상 줄무늬는 역에서 운영하는 노선을
나타냅니다.

METRO 역에주차하기
주차 요금은 탑승객과 비탑승객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낮은주차요금을내시려면 Metrorail에서사용한
동일 SmarTrip®카드를주차요금을지불하세요.

METRORAIL 편의시설
역입구와열차플랫폼은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사용할수없는경우
셔틀버스서비스를요청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어떤 엘리베이터가 사용 불가인지 확인하시려면
wmata.com에 방문하시거나 202-962-1212번으로
전화하시거나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의
모니터 또는 역 플랫폼에 위치한 전자 신호를
확인하세요.

환승
버스에서열차또는열차에서버스로환승하시는경우 Metro(및모든
지역버스시스템)에서는두번째탑승시 $0.50 할인을제공합니다. 
버스에서버스환승은두번째버스가첫번째버스보다운임이
높지않은한무료입니다. 운임이높은경우차액을지불하셔야
합니다.

할인또는무료환승을하시려면 SmarTrip®카드로운임을
지불하셔야합니다. 현금이나탑승권으로지불하시면할인또는
무료환승을하실수없습니다. 환승기한은첫번째탑승과두번째
탑승시작사이두시간입니다.

역내 WI-FI
대부분의 Metrorail 역에서는무료 Wi-Fi를제공합니다. “Metro-
Public [Metro-공공]”를선택하시고이용약관에동의하세요.

안전및보안
수상한것을목격할경우 Metro 교통경찰국(Metro Transit Police 
Department)에 696873번으로문자를보내주세요. 응급상황의
경우 911번이나 202-962-2121번으로연락하세요.

자전거와 METRO
대부분의 Metro 역에서는자전거랙이있으며일부역에는대여할
수있는잠금장치가있어자전거를타고역으로향해안전하게보관
후 Metrorail이나 Metrobus를탑승하시면됩니다.

Metrorail에서
Metrorail에서는항상자전거탑승이허용됩니다. 그러나모두의
안전을위해붐비는열차에는자전거소지가금지됩니다. 
Metro에서는특별행사기간과기타혼잡이예상되는기간에
자전거를거부할수있는권리도보유하고있습니다.

Metrobus에서
모든 Metrobus에는두대의자전거를놓을수있는랙이있습니다.

탑승객에게는자전거를탑승, 고정및분리할책임이있습니다.

자전거를싣기위해버스에탑승하기전에버스가정차하고운전사가
승객을확인했는지확인하세요.

자세한정보는 WMATA.COM을참조하세요
탑승일정을계획하고서비스상태와알림을확인한후버스와
열차도착시간또는일정을확인하고 MetroAccess(파라트랜짓
서비스)에대해자세히알아보고소매/통근자매장위치및더많은
정보를확인하세요.

202-637-7000    TTY: 202-962-2033

facebook.com/metroforward

@MetroForward

@WMATA

월간탑승권*

$72.00부터

$28.00

$58.00

$15.00

$38.00

$13.00

7일탑승권 7일탑승권

7일탑승권 1일탑승권3일탑승권

단구간무제한

무제한 무제한지역버스

무제한

운임 및 탑승권 판매 구역
SmarTrip® 카드와 탑승권을 wmata.com, 모든 Metrorail 역과 많은 소매점에서 구매하세요: wmata.com/stores.

분실물 찾기
버스나열차또는역에서물품을잃어버리셨을경우분실물
찾기(Lost & Found)에 202-962-1195번으로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확인해주세요.



Matthew Mroz, CMCS, Van Dorn Metro Sunrise (Infrastructure & Equipment)

The architecture at Van Dorn Metro Station is built in a way where the canopy covers the escalators and the platform itself is elevated nearly as high as the 
surrounding structures. Every morning on my commute, as I walk east toward the rising sun and the limits of the canopy covering, the sky reveals itself. A 

beautiful way to start the day.

탑승하세요. 하차하세요. 다시
탑승하세요.

수도방문중에많은지역을
돌아다니고자하시는경우 Metro 

탑승권으로시간과비용을절약하실수
있습니다. 

1일, 3일및 7일무제한패스는모든
Metro 역에서구매할수있으며원하는
만큼 Metrorail과 Metrobus를이용하여
여기저기원하는곳을모두방문하실
수있습니다.

Metro 승객
가이드

wmata.com

무제한탑승권으로
관광지를
즐겨보세요.

정보는변경될수있습니다.    50-124  7-19

고령층및장애인을위한특별운임
Senior SmarTrip®카드또는 Reduced Fare SmarTrip® ID를
사용하실때고령층과장애가있는시민은혼잡시간운임의절반
가격을지불합니다. 자세한정보는 wmata.com에서확인하세요.

절약형탑승권
Metro에서는여러분의일정에맞는일간, 주간및월간무제한
탑승권을제공합니다. 모든역또는 wmata.com에서구매하세요.

운영시간
월요일~목요일:오전 5시~오후 11시 30분
금요일:     오전 5시~오전 1시
토요일:    오전 7시~오전 1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11시
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에서마지막열차출발시간을
확인하세요. Metrobus 일정과배차간격은노선별로다릅니다. 
wmata.com/schedules에서맞춤형일정을만드세요.

운임지불
Metrorail

운임은이동거리와진입시간을기준으로계산되며
특별행사기간에는변경될수있습니다. 모든 Metro 
역에있는교통카드기계또는 wmata.com에서
SmarTrip®카드를구매하세요. Metrorail 시스템에
출입하려면 5세이상의모든승객은 SmarTrip®카드를
소지해야합니다. 

Metrobus

운임은요금함에게시되어있습니다. SmarTrip®카드나
토큰을사용하지않는경우정확한운임을소지하셔야
합니다. Metrobus 운전사는현금을구비하지않아
거스름돈을드릴수없습니다. 

*wmata.com에서만구매가능.

METRO 역찾기
큰 M이그려진높은갈색기둥은역입구를뜻합니다. 
기둥에있는색상줄무늬는역에서운영하는노선을
나타냅니다.

METRO 역에주차하기
주차요금은탑승객과비탑승객에따라다릅니다.
가장낮은주차요금을내시려면 Metrorail에서사용한
동일 SmarTrip®카드를주차요금을지불하세요.

METRORAIL 편의시설
역입구와열차플랫폼은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사용할수없는경우
셔틀버스서비스를요청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어떤엘리베이터가사용불가인지확인하시려면
wmata.com에방문하시거나202-962-1212번으로
전화하시거나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의
모니터또는역플랫폼에위치한전자신호를
확인하세요.

환승
버스에서열차또는열차에서버스로환승하시는경우 Metro(및모든
지역버스시스템)에서는두번째탑승시 $0.50 할인을제공합니다. 
버스에서 버스 환승은 두 번째 버스가 첫 번째 버스보다 운임이
높지 않은 한 무료입니다. 운임이 높은 경우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시려면 SmarTrip®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금이나 탑승권으로 지불하시면 할인 또는
무료환승을하실수없습니다. 환승기한은첫번째탑승과두번째
탑승시작사이두시간입니다.

역내 WI-FI
대부분의 Metrorail 역에서는 무료 Wi-Fi를 제공합니다. “Metro-
Public [Metro-공공]”를선택하시고이용약관에동의하세요.

안전및보안
수상한것을목격할경우 Metro 교통경찰국(Metro Transit Police 
Department)에 696873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응급상황의
경우 911번이나 202-962-2121번으로연락하세요.

자전거와 METRO
대부분의 Metro 역에서는 자전거 랙이 있으며 일부 역에는 대여할
수있는잠금장치가있어자전거를타고역으로향해안전하게보관
후 Metrorail이나 Metrobus를탑승하시면됩니다.

Metrorail에서
Metrorail에서는 항상 자전거 탑승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붐비는 열차에는 자전거 소지가 금지됩니다. 
Metro에서는 특별 행사 기간과 기타 혼잡이 예상되는 기간에
자전거를거부할수있는권리도보유하고있습니다.

Metrobus에서
모든 Metrobus에는두대의자전거를놓을수있는랙이있습니다.

탑승객에게는자전거를탑승, 고정및분리할책임이있습니다.

자전거를싣기위해버스에탑승하기전에버스가정차하고운전사가
승객을확인했는지확인하세요.

자세한정보는 WMATA.COM을참조하세요
탑승 일정을 계획하고 서비스 상태와 알림을 확인한 후 버스와
열차 도착 시간 또는 일정을 확인하고 MetroAccess(파라트랜짓
서비스)에대해자세히알아보고소매/통근자매장위치및더많은
정보를확인하세요.

202-637-7000    TTY: 202-962-2033

facebook.com/metroforward

@MetroForward

@WMATA

월간탑승권*

$72.00부터

$28.00

$58.00

$15.00

$38.00

$13.00

7일탑승권7일탑승권

7일탑승권1일탑승권 3일탑승권

단구간 무제한

무제한무제한 지역버스

무제한

운임및탑승권판매구역
SmarTrip®카드와탑승권을 wmata.com, 모든 Metrorail 역과많은소매점에서구매하세요: wmata.com/stores.

분실물찾기
버스나열차또는역에서물품을잃어버리셨을경우분실물
찾기(Lost & Found)에 202-962-1195번으로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확인해주세요.



Matthew Mroz, CMCS, Van Dorn Metro Sunrise (Infrastructure & Equipment)

The architecture at Van Dorn Metro Station is built in a way where the canopy covers the escalators and the platform itself is elevated nearly as high as the 
surrounding structures. Every morning on my commute, as I walk east toward the rising sun and the limits of the canopy covering, the sky reveals itself. A 

beautiful way to start the day.

탑승하세요. 하차하세요. 다시
탑승하세요.

수도방문중에많은지역을
돌아다니고자하시는경우 Metro 

탑승권으로시간과비용을절약하실수
있습니다. 

1일, 3일및 7일무제한패스는모든
Metro 역에서구매할수있으며원하는
만큼 Metrorail과 Metrobus를이용하여
여기저기원하는곳을모두방문하실
수있습니다.

Metro 승객
가이드

wmata.com

무제한탑승권으로
관광지를
즐겨보세요.

정보는변경될수있습니다.    50-124  7-19

고령층및장애인을위한특별운임
Senior SmarTrip®카드또는 Reduced Fare SmarTrip® ID를
사용하실때고령층과장애가있는시민은혼잡시간운임의절반
가격을지불합니다. 자세한정보는 wmata.com에서확인하세요.

절약형탑승권
Metro에서는여러분의일정에맞는일간, 주간및월간무제한
탑승권을제공합니다. 모든역또는 wmata.com에서구매하세요.

운영시간
월요일~목요일:오전 5시~오후 11시 30분
금요일:     오전 5시~오전 1시
토요일:    오전 7시~오전 1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11시
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에서마지막열차출발시간을
확인하세요. Metrobus 일정과배차간격은노선별로다릅니다. 
wmata.com/schedules에서맞춤형일정을만드세요.

운임지불
Metrorail

운임은이동거리와진입시간을기준으로계산되며
특별행사기간에는변경될수있습니다. 모든 Metro 
역에있는교통카드기계또는 wmata.com에서
SmarTrip®카드를구매하세요. Metrorail 시스템에
출입하려면 5세이상의모든승객은 SmarTrip®카드를
소지해야합니다. 

Metrobus

운임은요금함에게시되어있습니다. SmarTrip®카드나
토큰을사용하지않는경우정확한운임을소지하셔야
합니다. Metrobus 운전사는현금을구비하지않아
거스름돈을드릴수없습니다. 

*wmata.com에서만구매가능.

METRO 역찾기
큰 M이그려진높은갈색기둥은역입구를뜻합니다. 
기둥에있는색상줄무늬는역에서운영하는노선을
나타냅니다.

METRO 역에주차하기
주차요금은탑승객과비탑승객에따라다릅니다.
가장낮은주차요금을내시려면 Metrorail에서사용한
동일 SmarTrip®카드를주차요금을지불하세요.

METRORAIL 편의시설
역입구와열차플랫폼은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사용할수없는경우
셔틀버스서비스를요청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어떤엘리베이터가사용불가인지확인하시려면
wmata.com에방문하시거나202-962-1212번으로
전화하시거나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의
모니터또는역플랫폼에위치한전자신호를
확인하세요.

환승
버스에서열차또는열차에서버스로환승하시는경우 Metro(및모든
지역버스시스템)에서는두번째탑승시 $0.50 할인을제공합니다. 
버스에서 버스 환승은 두 번째 버스가 첫 번째 버스보다 운임이
높지 않은 한 무료입니다. 운임이 높은 경우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시려면 SmarTrip®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금이나 탑승권으로 지불하시면 할인 또는
무료환승을하실수없습니다. 환승기한은첫번째탑승과두번째
탑승시작사이두시간입니다.

역내 WI-FI
대부분의 Metrorail 역에서는 무료 Wi-Fi를 제공합니다. “Metro-
Public [Metro-공공]”를선택하시고이용약관에동의하세요.

안전및보안
수상한것을목격할경우 Metro 교통경찰국(Metro Transit Police 
Department)에 696873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응급상황의
경우 911번이나 202-962-2121번으로연락하세요.

자전거와 METRO
대부분의 Metro 역에서는 자전거 랙이 있으며 일부 역에는 대여할
수있는잠금장치가있어자전거를타고역으로향해안전하게보관
후 Metrorail이나 Metrobus를탑승하시면됩니다.

Metrorail에서
Metrorail에서는 항상 자전거 탑승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붐비는 열차에는 자전거 소지가 금지됩니다. 
Metro에서는 특별 행사 기간과 기타 혼잡이 예상되는 기간에
자전거를거부할수있는권리도보유하고있습니다.

Metrobus에서
모든 Metrobus에는두대의자전거를놓을수있는랙이있습니다.

탑승객에게는자전거를탑승, 고정및분리할책임이있습니다.

자전거를싣기위해버스에탑승하기전에버스가정차하고운전사가
승객을확인했는지확인하세요.

자세한정보는 WMATA.COM을참조하세요
탑승 일정을 계획하고 서비스 상태와 알림을 확인한 후 버스와
열차 도착 시간 또는 일정을 확인하고 MetroAccess(파라트랜짓
서비스)에대해자세히알아보고소매/통근자매장위치및더많은
정보를확인하세요.

202-637-7000    TTY: 202-962-2033

facebook.com/metroforward

@MetroForward

@WMATA

월간탑승권*

$72.00부터

$28.00

$58.00

$15.00

$38.00

$13.00

7일탑승권7일탑승권

7일탑승권1일탑승권 3일탑승권

단구간 무제한

무제한무제한 지역버스

무제한

운임및탑승권판매구역
SmarTrip®카드와탑승권을 wmata.com, 모든 Metrorail 역과많은소매점에서구매하세요: wmata.com/stores.

분실물찾기
버스나열차또는역에서물품을잃어버리셨을경우분실물
찾기(Lost & Found)에 202-962-1195번으로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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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 OF INTEREST
African Art Museum  ..............................lll Smithsonian
Air and Space Museum ..................lllll L’Enfant Plaza
American Art Museum ...........................lll Gallery Place
American History Museum .....................lll Smithsonian
Audi Field .....................................................l Navy Yard-Ballpark
Botanic Gardens ...................................lll Federal Center SW
Bureau of Engraving & Printing ..............lll Smithsonian
Capital One Arena .................................lll Gallery Place
Capitol Building .....................................lll Capitol South
Chinatown ............................................lll Gallery Place
Constitution Hall ....................................lll Farragut West
Convention Center ................................... ll Mt Vernon Sq
Corcoran Gallery ...................................lll Farragut West
D.C. Armory ..........................................lll Stadium-Armory
Entertainment & Sports Arena ......................l Congress Heights
FedEx Field ..................................................l Morgan Boulevard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 llll Metro Center
Folger Shakespeare Library ...................lll Capitol South
Freer Gallery .........................................lll Smithsonian
Hirshhorn Museum  ........................lllll L’Enfant Plaza
Holocaust Museum  ..............................lll Smithsonian
Iwo Jima Memorial ................................lll Rosslyn
Jefferson Memorial ................................lll Smithsonian
Library of Congress ...............................lll Capitol South
Lincoln Memorial ...................................lll Foggy Bottom-GWU
Lisner Auditorium ..................................lll Foggy Bottom-GWU
Martin Luther King Jr. Mem'l .................lll Smithsonian
Masonic Temple ....................................... ll King Street-Old Town
Nat'l Academy of Sciences ....................lll Foggy Bottom-GWU
National Archives ..................................... ll Archives
National Building Museum ............................l Judiciary Sq
National Gallery of Art............................... ll Archives
National Geographic Society ........................l Farragut Nort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l Medical Center
National Law Enforcement Museum..............l Judiciary Sq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lll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 ....................lllll L’Enfant Plaza
National Portrait Gallery  ........................lll Gallery Place
National Postal Museum ...............................l Union Station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l Brookland-CUA
National WWII Memorial ........................lll Smithsonian
National Zoo ................................................l Woodley Park 
Nationals Ballpark ........................................l Navy Yard-Ballpark
Natural History Museum ........................lll Smithsonian
Phillips Collection .........................................l Dupont Circle
Renwick Gallery ....................................lll Farragut West
RFK Stadium ........................................lll Stadium-Armory

Sackler Gallery ......................................lll Smithsonian
Smithsonian Castle  ..............................lll Smithsonian
Spy Museum  .................................lllll L’Enfant Plaza
State Department ..................................lll Foggy Bottom-GWU

Supreme Court .....................................lll Capitol South
Vietnam Veterans Memorials .................lll Foggy Bottom-GWU
Washington Monument .........................lll Smithsonian
White House and Visitor Center .............lll Federal Triangle

Matthew Mroz, CMCS, Van Dorn Metro Sunrise (Infrastructure & Equipment)

The architecture at Van Dorn Metro Station is built in a way where the canopy covers the escalators and the platform itself is elevated nearly as high as the 
surrounding structures. Every morning on my commute, as I walk east toward the rising sun and the limits of the canopy covering, the sky reveals itself. A 

beautiful way to start the day.

탑승하세요. 하차하세요. 다시
탑승하세요.

수도방문중에많은지역을
돌아다니고자하시는경우 Metro 

탑승권으로시간과비용을절약하실수
있습니다. 

1일, 3일및 7일무제한패스는모든
Metro 역에서구매할수있으며원하는
만큼 Metrorail과 Metrobus를이용하여
여기저기원하는곳을모두방문하실
수있습니다.

Metro 승객
가이드

wmata.com

무제한탑승권으로
관광지를
즐겨보세요.

정보는변경될수있습니다.    50-124  7-19

고령층및장애인을위한특별운임
Senior SmarTrip®카드또는 Reduced Fare SmarTrip® ID를
사용하실때고령층과장애가있는시민은혼잡시간운임의절반
가격을지불합니다. 자세한정보는 wmata.com에서확인하세요.

절약형탑승권
Metro에서는여러분의일정에맞는일간, 주간및월간무제한
탑승권을제공합니다. 모든역또는 wmata.com에서구매하세요.

운영시간
월요일~목요일:오전 5시~오후 11시 30분
금요일:     오전 5시~오전 1시
토요일:    오전 7시~오전 1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11시
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에서마지막열차출발시간을
확인하세요. Metrobus 일정과배차간격은노선별로다릅니다. 
wmata.com/schedules에서맞춤형일정을만드세요.

운임지불
Metrorail

운임은이동거리와진입시간을기준으로계산되며
특별행사기간에는변경될수있습니다. 모든 Metro 
역에있는교통카드기계또는 wmata.com에서
SmarTrip®카드를구매하세요. Metrorail 시스템에
출입하려면 5세이상의모든승객은 SmarTrip®카드를
소지해야합니다. 

Metrobus

운임은요금함에게시되어있습니다. SmarTrip®카드나
토큰을사용하지않는경우정확한운임을소지하셔야
합니다. Metrobus 운전사는현금을구비하지않아
거스름돈을드릴수없습니다. 

*wmata.com에서만구매가능.

METRO 역찾기
큰 M이그려진높은갈색기둥은역입구를뜻합니다. 
기둥에있는색상줄무늬는역에서운영하는노선을
나타냅니다.

METRO 역에주차하기
주차요금은탑승객과비탑승객에따라다릅니다.
가장낮은주차요금을내시려면 Metrorail에서사용한
동일 SmarTrip®카드를주차요금을지불하세요.

METRORAIL 편의시설
역입구와열차플랫폼은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사용할수없는경우
셔틀버스서비스를요청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어떤엘리베이터가사용불가인지확인하시려면
wmata.com에방문하시거나202-962-1212번으로
전화하시거나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의
모니터또는역플랫폼에위치한전자신호를
확인하세요.

환승
버스에서열차또는열차에서버스로환승하시는경우 Metro(및모든
지역버스시스템)에서는두번째탑승시 $0.50 할인을제공합니다. 
버스에서 버스 환승은 두 번째 버스가 첫 번째 버스보다 운임이
높지 않은 한 무료입니다. 운임이 높은 경우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시려면 SmarTrip®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금이나 탑승권으로 지불하시면 할인 또는
무료환승을하실수없습니다. 환승기한은첫번째탑승과두번째
탑승시작사이두시간입니다.

역내 WI-FI
대부분의 Metrorail 역에서는 무료 Wi-Fi를 제공합니다. “Metro-
Public [Metro-공공]”를선택하시고이용약관에동의하세요.

안전및보안
수상한것을목격할경우 Metro 교통경찰국(Metro Transit Police 
Department)에 696873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응급상황의
경우 911번이나 202-962-2121번으로연락하세요.

자전거와 METRO
대부분의 Metro 역에서는 자전거 랙이 있으며 일부 역에는 대여할
수있는잠금장치가있어자전거를타고역으로향해안전하게보관
후 Metrorail이나 Metrobus를탑승하시면됩니다.

Metrorail에서
Metrorail에서는 항상 자전거 탑승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붐비는 열차에는 자전거 소지가 금지됩니다. 
Metro에서는 특별 행사 기간과 기타 혼잡이 예상되는 기간에
자전거를거부할수있는권리도보유하고있습니다.

Metrobus에서
모든 Metrobus에는두대의자전거를놓을수있는랙이있습니다.

탑승객에게는자전거를탑승, 고정및분리할책임이있습니다.

자전거를싣기위해버스에탑승하기전에버스가정차하고운전사가
승객을확인했는지확인하세요.

자세한정보는 WMATA.COM을참조하세요
탑승 일정을 계획하고 서비스 상태와 알림을 확인한 후 버스와
열차 도착 시간 또는 일정을 확인하고 MetroAccess(파라트랜짓
서비스)에대해자세히알아보고소매/통근자매장위치및더많은
정보를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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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및탑승권판매구역
SmarTrip®카드와탑승권을 wmata.com, 모든 Metrorail 역과많은소매점에서구매하세요: wmata.com/stores.

분실물찾기
버스나열차또는역에서물품을잃어버리셨을경우분실물
찾기(Lost & Found)에 202-962-1195번으로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확인해주세요.

Matthew Mroz, CMCS, Van Dorn Metro Sunrise (Infrastructure & Equipment)

The architecture at Van Dorn Metro Station is built in a way where the canopy covers the escalators and the platform itself is elevated nearly as high as the 
surrounding structures. Every morning on my commute, as I walk east toward the rising sun and the limits of the canopy covering, the sky reveals itsel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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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지불합니다. 자세한정보는 wmata.com에서확인하세요.

절약형탑승권
Metro에서는여러분의일정에맞는일간, 주간및월간무제한
탑승권을제공합니다. 모든역또는 wmata.com에서구매하세요.

운영시간
월요일~목요일:오전 5시~오후 11시 30분
금요일:     오전 5시~오전 1시
토요일:    오전 7시~오전 1시
일요일:     오전 8시~오후 11시
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에서마지막열차출발시간을
확인하세요. Metrobus 일정과배차간격은노선별로다릅니다. 
wmata.com/schedules에서맞춤형일정을만드세요.

운임지불
Metrorail

운임은이동거리와진입시간을기준으로계산되며
특별행사기간에는변경될수있습니다. 모든 Metro 
역에있는교통카드기계또는 wmata.com에서
SmarTrip®카드를구매하세요. Metrorail 시스템에
출입하려면 5세이상의모든승객은 SmarTrip®카드를
소지해야합니다. 

Metrobus

운임은요금함에게시되어있습니다. SmarTrip®카드나
토큰을사용하지않는경우정확한운임을소지하셔야
합니다. Metrobus 운전사는현금을구비하지않아
거스름돈을드릴수없습니다. 

*wmata.com에서만구매가능.

METRO 역찾기
큰 M이그려진높은갈색기둥은역입구를뜻합니다. 
기둥에있는색상줄무늬는역에서운영하는노선을
나타냅니다.

METRO 역에주차하기
주차요금은탑승객과비탑승객에따라다릅니다.
가장낮은주차요금을내시려면 Metrorail에서사용한
동일 SmarTrip®카드를주차요금을지불하세요.

METRORAIL 편의시설
역입구와열차플랫폼은엘리베이터와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사용할수없는경우
셔틀버스서비스를요청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어떤엘리베이터가사용불가인지확인하시려면
wmata.com에방문하시거나202-962-1212번으로
전화하시거나역매니저(Station Manager) 키오스크의
모니터또는역플랫폼에위치한전자신호를
확인하세요.

환승
버스에서열차또는열차에서버스로환승하시는경우 Metro(및모든
지역버스시스템)에서는두번째탑승시 $0.50 할인을제공합니다. 
버스에서 버스 환승은 두 번째 버스가 첫 번째 버스보다 운임이
높지 않은 한 무료입니다. 운임이 높은 경우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시려면 SmarTrip® 카드로 운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금이나 탑승권으로 지불하시면 할인 또는
무료환승을하실수없습니다. 환승기한은첫번째탑승과두번째
탑승시작사이두시간입니다.

역내 WI-FI
대부분의 Metrorail 역에서는 무료 Wi-Fi를 제공합니다. “Metro-
Public [Metro-공공]”를선택하시고이용약관에동의하세요.

안전및보안
수상한것을목격할경우 Metro 교통경찰국(Metro Transit Police 
Department)에 696873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응급상황의
경우 911번이나 202-962-2121번으로연락하세요.

자전거와 METRO
대부분의 Metro 역에서는 자전거 랙이 있으며 일부 역에는 대여할
수있는잠금장치가있어자전거를타고역으로향해안전하게보관
후 Metrorail이나 Metrobus를탑승하시면됩니다.

Metrorail에서
Metrorail에서는 항상 자전거 탑승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붐비는 열차에는 자전거 소지가 금지됩니다. 
Metro에서는 특별 행사 기간과 기타 혼잡이 예상되는 기간에
자전거를거부할수있는권리도보유하고있습니다.

Metrobus에서
모든 Metrobus에는두대의자전거를놓을수있는랙이있습니다.

탑승객에게는자전거를탑승, 고정및분리할책임이있습니다.

자전거를싣기위해버스에탑승하기전에버스가정차하고운전사가
승객을확인했는지확인하세요.

자세한정보는 WMATA.COM을참조하세요
탑승 일정을 계획하고 서비스 상태와 알림을 확인한 후 버스와
열차 도착 시간 또는 일정을 확인하고 MetroAccess(파라트랜짓
서비스)에대해자세히알아보고소매/통근자매장위치및더많은
정보를확인하세요.

202-637-7000    TTY: 202-962-2033

facebook.com/metroforward

@MetroForward

@WM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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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및탑승권판매구역
SmarTrip®카드와탑승권을 wmata.com, 모든 Metrorail 역과많은소매점에서구매하세요: wmata.com/stores.

분실물찾기
버스나열차또는역에서물품을잃어버리셨을경우분실물
찾기(Lost & Found)에 202-962-1195번으로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를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