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Station
Link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이동 시간이
늘어나나요?
버스 신뢰성은 정차 유형과 하루 중 시간대에 좌우됩니다.
버스 이동 시간은 대체 버스 이용, 이용 시간대, 다른 교통
수단으로 환승 등에 따라 승객 평균 최소 10분 이상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링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Epping과 Chatswood 사이
노선에서 최소 10분마다 버스 한 대를 제공하여 이용객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통 혼잡 시간대에는 이보다 많은 최소 6분 당 한 대가
제공됩니다.
이용객들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되기 미리
전, 실시간 앱과 트립 플래너를 통해 정차 유형 등을
고려하여 이동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를
알아보시려면 mysydney.nsw.gov.au를 방문하십시오.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교통 정체가
심해질까요?
Macquarie Park 지역과 주변 도로 네트워크는 현재 교통
정체 구간으로, 특히 교통 혼잡 시간 중에 정체가 심합니다.
저희는 현재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체
그리고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혼잡 시간대에
차량 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 교통 수요 전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도로 및 해양 교통 서비스(Transport for
NSW and Roads and Maritime Services) 역시 추가적인 버스
우선제와 역량 개선에 투자하는 한편,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버스 서비스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차 재할당 조치를
시행합니다. 교통 관리 센터(Transport Management Centre)는
금번의 일시적인 교통 불편 기간 동안 교통 흐름의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전 대비책을 세워 네트워크를 관리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스테이션 링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mysydney.nsw.gov.au를 방문하십시오.
스테이션 링크 서비스 개시일이 가까워지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등록을 통해 업그레이드 기간 동안 스테이션
링크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정보를 받아
보시려면 StationLink@transport.nsw.gov.au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버스 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스테이션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효한 오팔 카드
(Opal card)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에는 표준 열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열차 이용과 마찬가지로 교통 혼잡 이외 시간에
이용 시 일반 오팔 요금에서 30 퍼센트 할인이 적용됩니다.

교통 혼잡 이외 시간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pal.
com.au를 방문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는
mysydney.nsw.gov.au에서 확
인하십시오.

Epping - Chatswood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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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인터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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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 링크는 장애인 지원 시설 및 에어컨이 완비된
120대 이상의 버스 신설을 위해 4천9백만 달러가 투자된
사업으로, 2018년 9월 30일부터 기존보다 버스 운행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높은 운행률을 지닌
스테이션 링크 서비스는 2019년 Sydney Metro개장에 앞서
최장 7개월에 걸쳐 Epping과 Chatswood간 철도 노선이
업그레이드되는 동안 이용객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도와
드릴 것입니다.

Beecr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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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교외 철도를 표준형 지하철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호 및 통신 체계, 전기 및 화재 그리고
생명 안전 시스템과 같은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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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 링크 버스 서비스는 transportnsw.info의 트립
플래너 또는 실시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선에 포함된 Epping, Macquarie University, Macquarie
Park, North Ryde, Chatswood와 같은 5개의 기존 역에는 열차
플랫폼을 따라 전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사람들과
유모차 등의 대상들이 노선에서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 안전을 개선시키고 열차의 역 진입과
출발 시간을 더 빠르게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3

SL
SL

Macquarie
Park Station

버스 인터체인지

Chatswood

교통 혼잡 시간에 최소 매 6분마다
연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노선이
어디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E pping과 Chatswood간 모든 역에 매일 최소 10분마다
운행하는 순환 버스 서비스.

Epping – Chatswood 노선은 2019년 상반기에 개장될 Sydney
Metro Northwest에 앞서 표준형 지하철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승객들은 교통 혼잡 시간에 각
방향 매 4분마다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간당 15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현재보다 약 4배 정도
증가됩니다(이용이 많은 방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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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ping 역에서 Macquarie University캠퍼스까지 높은
운행률의 전용 버스 운행.

Epping - Chatswood노선이 업그레이드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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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wood

›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에 시간당 110 대 이상 운행.

스테이션 링크의 도입은 버스 우선 제도를 포함하는
도로 및 교차로 업그레이드 종합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대중 교통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SL

Macquarie
University
Station

6

› E pping과 Chatswood간 교통 혼잡 시간 동안 최소 6
분에 한 대 씩의 짧은 배차 간격으로 도착 후
기다리지 않고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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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션 링크의 주요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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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업데이트는 교통 앱과 트립
플래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
SL1

버스 인터체인지

St Leonards
월요일 - 금요일 양방향
4.30am - 6am: 매 10 분
6am - 9pm: 매 6 분
9pm - 12.30am: 매 10 분

Epping - Chatswood

토요일과 일요일 양방향
5am - 10am: 매 10 분
10am - 7pm: 매 5 분
7pm - 12.30am: 매 10 분

SL2 - SL7은 월요일 – 금요일만 운행
Chatswood방향
6am - 10am: 최소 매 6 분

방향
Epping방향
3pm - 7pm: 최소 매 6 분

St Leonards방향
6am - 10am: 매 6 분

Beecroft방향
3pm - 7pm: 매 6 분

St Leonards Macquarie University

St Leonards방향
6am - 10am: 최소 매 20 분
3pm - 7pm: 최소 매 4 분

Macquarie University방향
6am - 10am: 최소 매 4 분
3pm - 7pm: 최소 매 15 분

SL5

Eastwood - Macquarie Park

Macquarie Park방향
6am - 10am: 매 6 분

Eastwood방향
3pm - 7pm: 매 6 분

SL6

Epping - Macquarie Park
Macquarie University경유

Macquarie Park방향
6am - 10am: 매 12 분

Epping방향
3pm - 7pm: 매 10 분

SL7

Epping Macquarie University 캠퍼스

Macquarie University 캠퍼스 방향
7am - 3pm: 매 10 분

Epping방향
10am - 7pm: 매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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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ping - Chatswood
모토웨이 경유

Beecroft - St Leonards
Macquarie University및
Macquarie Park경유

Macquarie Park경유

Macquarie University경유

모든 시간은 대략적인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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