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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wmata.com/silverline 

해시태그: #SilverLineExtension #RideSilver  
 

여기에 제공된 콘텐츠는 11월 15일 오후 2시 승객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샘플 e-뉴스레터 복사본: 
 
개통일 (이미지: Ashburn): 
 
드디어 시작됩니다! Ashburn에서 Downtown Largo까지, 그리고 그 사이 어디든 이동하십시오. 

실버 라인 전체가 개통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처음 선보인 아이디어부터 컨셉 도면, 시공까지 

실버 라인 익스텐션의 공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4마일의 선로를 따라 6개의 새로운 역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메트로레일이 실제적인 교통 수단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버 라인 익스텐션이 완전히 새로운 고용, 교육, 엔터테인먼트 및 주거 옵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에게 축하할 일입니다!🎉🎉 
 
SmartTrip®을 로드하고, 새로운 메트로 시스템 맵을 살펴본 후, wmata.com/silverline을 

방문하여 실버 라인 익스텐션의 뉴스를 원스톱으로 확인하십시오. 실버를 타세요! 
 
*** 
 
새로운 실버라인 익스텐션 역을 만나보세요! (비디오:  Dulles 스테이션 투어): 
 
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Metrorail Station에서 비행기까지 어떻게 갈까요? 

6개의 각 새로운 역에서 연결되는 교통수단을 어디서 탈 수 있나요? 보조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역 내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이동 계획을 돕기 위해, wmata.com/silverline를 

방문하시면 6개의 각 새로운 역에 대한 비디오 투어와 자세한 역 정보가 있습니다: Reston Town 
Center, Herndon, Innovation Center, 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Loudoun 
Gateway, 및 Ashburn.  
 
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Metrorail station에서 공항의 수하물 찾는 곳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둘러볼 수 있으며, 나머지 5개의 실버 라인 익스텐션 역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index.cfm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communications-toolkit-ko.cfm
https://www.wmata.com/fares/smartrip/
https://www.wmata.com/schedules/maps/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index.cfm
https://www.youtube.com/watch?v=fHsJ1EmLtxY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index.cfm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Reston-Town-Center.cfm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Reston-Town-Center.cfm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Herndon.cfm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Innovation-Center.cfm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Washington-Dulles-International-Airport.cfm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Loudoun-Gateway.cfm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Loudoun-Gateway.cfm
https://www.youtube.com/watch?v=WiMYAPqBAmE
https://www.youtube.com/watch?v=fHsJ1EmLt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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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을 환영합니다, 실버를 타십시오! 
 
*** 
 
실버 라인 익스텐션 개통일에 대한 샘플 소셜 미디어 복사본: 
 
개통일 옵션 (비디오:  Ashburn 스테이션 투어): 
 
🎉🎉 마지막 정거장 Ashburn! 오랫동안 기다려온 @metroforward #SilverLineExtension이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RideSilver Ashburn부터 🚇🚇 Downtown Largo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곳! 
 
트위터의 줄임말:  
🎉🎉 마지막 정거장 Ashburn! 오랫동안 기다려온 @wmata #SilverLineExtension이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RideSilver Ashburn부터 🚇🚇 Downtown Largo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곳! 
 
*** 
기차에서 비행기로 (이미지: Dulles Train to Plane 인포그래픽): 
 
공원에서 ✈메트로레일을 타고 Dulles International Airport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 

metroforward 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Metrorail station부터의 빠르고 간편한 

밀폐된 노선과 나머지 5개의 실버 라인 익스텐션 역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mata.com/silverline을 방문하십시오! 
 
트위터의 줄임말: 
새로운 @ wmata 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station 를 통해 ⚪ 🚇🚇 기차에서 

비행기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mata.com/silverline을 방문하십시오! 
 
***  
더 이상 교통 체증은 없습니다 
 
🎉🎉 🎉🎉 🎉🎉 🎉🎉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고,  

👀👀경치를 즐기거나,  

😴😴😴😴아니면 그냥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WiMYAPqBAmE
https://wmata.com/rider-guide/silver-line-extension/ko/communications-toolkit-ko.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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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통한 @ metroforward # SilverLineExtension에서 # RideSilver를 이용하는 동안 교통 

체증에 시달리지 않는 동안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요? 
 
트위터의 줄임말: 
🎉🎉Ashburn 및 DC 사이를 여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해졌습니다. @wmata 

⚪#SilverLineExtension 이 지금 개통되었습니다! 🎉🎉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 RideSilver Ashburn에서 Downtown Largo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새로운 @ wmata # SilverLineExtension의 모든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