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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공지 사항
바트 승객 여러분을 위한 특별 공지 사항

메모리얼 데이 주말과 유월 첫째주
트랜스 베이 튜브 통과 차량의
지연 운행이 예상됩니다.
승객 여러분:
중요한 관리 및 보수 작업 관계로 5 월과 6 월 중 다음 날짜에 트랜스 베이 튜브를 통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께 차량 지연 운행을 알려 드립니다. 선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 작업을 위해
지연 운행이 불가피 합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아래의 시간동안, 환승이 요구되는 노선 (Fremont 나
Dublin 출발 및 도착)에서 양방향 차량 운행이 20-40 분 정도, 다른 노선 (Richmond 나 Pittsburg/Bay
Point 출발 및 도착)의 경우 5-10 분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시간동안, San Francisco 나 Peninsula 역에서 Dublin 이나 Fremont 로 가시는 승객 여러분은
Pittsburg/Bay Point 방향 열차를 이용하셔서 튜브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Oakland 의
th
12 Street Station 에서 하차하셔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하여 Dublin 이나 Fremont 방향 특별
열차로 환승해 주십시오.
아래의 시간동안, Dublin 이나 Fremont 에서 San Francisco 와 Daly City 로 가시는 승객 여러분은 평소
이용하시던 열차로 튜브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 열차는 MacArthur Station 으로 우회 운행합니다.
작업 시간 동안 Fremont 이나 Dublin 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튜브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우회 운행이
th
필요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Oakland 의 12 Street Station 에서 하차하셔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하여 San Francisco 방향 열차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번 차량 지연 운행으로 바트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시는데 평소 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5월 시간표
날짜
5월 28일, 토요일
5월 29일, 일요일
5월 30일, 월요일

작업 시작
금요일 마지막 차량 이후
토요일 마지막 차량 이후
일요일 마지막 차량 이후

작업 종료
7:30 am
2:30 pm
2:30 pm

6월 시간표
Day
6월 4일, 토요일
6월 5일, 일요일

작업 시작
금요일 마지막 차량 이후
토요일 마지막 차량 이후

작업 종료
7:30 am
2:30 pm

통역이 필요하시면, BART 수송 정보 센터 (510) 465-2278로 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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