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거주 환경
개선
경전철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더 편리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보다 살기
좋고 연계성이 뛰어난 도시 환경을 조성.
가상도 - 망게레 타운 센터

경전철 사업은 단순한 교통 프로젝트가 아니라
오클랜드의 밝은 미래로 향하는 힘찬 걸음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번영, 환경 보호를
가능하게 해줄 미래 성장과 개발의 초석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와 쉽게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됩니다. 오클랜드 시가 성장함에 따라 경전철은
사람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통부, 뉴질랜드 교통청과 오클랜드 시청, 오클랜드 교통공사,
카잉아오라(구 뉴질랜드 주택청) 및 마오리 부족은 가장
효율적인 오클랜드 경전철을 도입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적 과제는 시티 센터와 망게레 사이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귀하와 지역사회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현재 대중교통수단이 제한적이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

• 개발을 유도해 오클랜드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

• 여타 대중교통수단, 걸어 다니는 길, 자전거 길과 연결.

• 노선 경로를 따라 투자를 촉진하고 거주 지역과 가까운
곳에 일자리, 숍, 비즈니스를 유치.
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팀이 현대식 전차와 경량
도시철도의 두 가지 경전철 유형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
중입니다. 현대식 전차는 도시 거리의 궤도를 따라
주행하고, 경량 도시철도는 여타 차량의 통행로와 분리된
별도의 궤도를 이용합니다. 두 유형 모두 노선 경로가
지상형이거나 지하형, 또는 양자 혼합형일 수 있습니다.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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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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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은 편리성과 신뢰성, 안전성, 쾌적성을 갖춘 대단히 매력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Freemans Bay

버스 노선과 달리 전철은 영구적이고 수송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전철은 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직장인, 학생, 일반
승객을 포함해 최소 22만 명 이상을 수송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주체

오클랜드 경전철 프로젝트 팀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연말에 노선
경로와 경전철 유형, 프로젝트 추진 주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Grey L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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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 센터와 망게레를 연결하는 노선의 필요성

시티 센터와 망게레를 잇는 노선은 주된 2개 고용 중심지(오클랜드
시티 센터와 공항)를 연결합니다. 이것은 주택개발 예정지를
연결하고, 대중교통수단이 제한적인 곳을 포함해 여러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노선은 교통 네트워크의 중추로서, 최종적으로 노스 행 및
노스웨스트 행 여타 경전철 노선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에
이익이 되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시내를 오갈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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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Kings

4
Hillsbo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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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저희가 조사 중인 사항:

1.시티 센터에서 윈야드 쿼터를 어떤 경로로 연결할 것인지 검토
(오클랜드 대학교도 연결할 가능성이 있음).

2.경전철이 도미니언 로드 또는 샌드링엄 로드를 따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3.마운트 로스킬과 망게레의 카잉아오라 공영 주택지 등 도시 재생
예정지와 연계.
4.모터웨이와 기존 오네훙아 역 기차/버스 허브 사이를 연결하는
문제.

5.마누카우 하버에 새로 다리를 건설. 올드 망게레 브릿지의 교체
계획은 이와 상관 없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현재 건설 중).
6.망게레 타운 센터와 카잉아오라 공영 주택지와의 연결 방안 등
망게레 연결.
7.오클랜드 공항 비즈니스 파크 및 터미널과의 연결 방안.

Penrose

Māngere
Bridge

앞으로 30년 후에는
오클랜드 인구 증가의
17%와 일자리 증가의
33%가 이 노선의
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Fav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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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경전철 노선이 지나는 지역사회의 주민과 모든 오클랜드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귀하와 지역사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면
저희 팀이 7~8월 중 지역사회 행사나 마켓으로 나갑니다. 날짜와 장소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웹사이트
lightrail.co.nz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서 작성
전화나 이메일
전화 0800 567 847
이메일 lightrail@nzta.govt.nz

PG17997-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