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교통 이용
대중교통을 더욱 쉽게 이용하는 법

교통 이용 계획
대중교통은 즐겁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최대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편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계획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는 transportnsw.info 에서
확인하십시오.

교통편 계획 및 시간표
원하는 교통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교통 플래너를 사용하거나 시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의 경우 정기 노선에서 벗어나 다르게 운행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용하려는 교통편의 예정 출발 시각보다 5 분 일찍 역이나 정류장 또는 부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교통 플래너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면 transportnsw.info 에서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역과 정류장 및 부두 찾기
교통수단의 종류마다 간략한 문자와 색상과 부호를 사용하여 교통편을 갈아탈 때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 는 기차, B 는 버스, F 는 페리, L 은
경전철을 뜻합니다. 기차와 페리는 노선마다 해당하는 부호(예: T1, T2, F1, F2)가
있습니다.
역과 정류장, 부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버스를 이용할 때는 내리려는 지정된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승차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유효한 승차권 또는 패스가 필요합니다. 교통편에 따라
승차권을 미리 구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팔 카드는 시드니, 블루 마운틴, 센트럴 코스트, 헌터, 일라와라, 서던 하일랜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팔은 기차, 버스, 페리, 경전철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팔 카드는 2,100 개에 이르는 오팔 카드 판매소에 가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문 판매점과 우체국,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판매소에 해당합니다.
카드에 금액을 새로 충전하거나 잔액을 채우면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팔 카드 판매소는 retailers.opal.com.au 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장애
대부분 교통편은 늘 변함없이 운행하지만, 고장이 나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아예 운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교통편이 정상 운행하는지 transportnsw.info 나 교통 앱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썰물 때는 페리가 예정대로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썰물로 수심이
낮아지면, 파라마타와 라이들미어(Rydalmere) 구간에 페리 대신 버스가
다닙니다.

환승
교통 구간에 따라 기차, 버스, 페리, 경전철을 여러 번 이용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 플래너를 사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승 여부나 이동 거리, 대기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경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계획할 때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전체 경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조금만 걸어도 되거나 아니면 몇 킬로미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도로안전센터 웹사이트에는 횡단보도, 전동 휠체어, 보행 취약자 및 보행자 요령 등을 비롯해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대중교통 승하차 장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글 지도도 이동 경로를 계획하기에 편리한 도구입니다. 스트리트 뷰 기능으로 방문하려는
지역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계단을 오르거나 번잡한 도로를 건너야
하는지 살펴보거나 이동 경로에서 특별히 다른 세부사항을 확인하려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구글 지도는 정기적으로 갱신되지만, 제공되는 정보와 사진이 모두 최신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