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드니 메트로 안내 

 

시드니 메트로(Sydney Metro)는 호주 최대 규모의 대중교통 프로젝트입니다. 

 

이 새롭고 독자적인 철도망은 신설 전철역 31곳과 65km가 넘는 신규 도시 철로를 

제공하여 호주 최대 도시의 대중교통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시드니 메트로는 세계적 수준의 신속성과 안전성 및 신뢰도를 갖춘 신세대 전철로 

이용객이 원하는 곳까지 편리하게 연결합니다. 

 

2018년 상반기에 운행을 시작하면, 승객들은 전철 시간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전철이 4분마다 운행하므로 언제든지 와서 탑승하면 됩니다.  

 

발전된 기술로 대중교통편의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정보를 확인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교통 앱으로 집에서 미리 계획  

• 전철역과 전철 안에서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 제공 

• 정보를 확인하고 전철에서 내린 후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지원 

 

이러한 방식으로 출퇴근과 등하교, 회의나 교육 참석, 스포츠 활동, 외출, 심부름 등 

이용객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편을 원활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1단계: 시드니 메트로 북서 노선 

 

예전에 36km 북서 전철 노선(North West Rail Link)이라고 알려졌던 8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2019년 상반기에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전철이 4분 간격으로 운행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철역 8곳을 신설하고 5곳을 개선하며 통근 차량용 

공간도 4,000개가 마련됩니다.  

 



 

 

2단계: 시드니 메트로 시티 및 남서 노선 

 

30km 길이의 확장 노선으로 시드니 메트로 북서 노선의 종착지인 채스우드에서 

시드니 하버 아래를 지나 도심의 업무중심지(CBD)를 거쳐 남서쪽으로 뱅스타운까지 

연결합니다. 이 노선은 2024년에 개설될 예정이며, 전철역 7곳을 신설하고 11곳을 

개선합니다.  

 

시드니 연결 

 

시드니 메트로가 완공되면, 지금까지 시드니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수준의 서비스와 

함께 엄청난 수용 능력을 제공하여 도심 지하철에서 각 방면으로 2분마다 전철이 

운행될 것입니다.  

 

시드니의 새 도시 전철은 전 세계 다른 전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약 4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시드니의 광역 전철 시스템은 노선마다 

시간당 2만 4,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 메트로는 기존 시드니 전철망의 신호체계와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시드니 

CBD로 들어오는 전철 서비스의 수용력도 증대할 것입니다. 현재 시간당 120회 

운행하는 전철 서비스가 2024년 이후에는 200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철망의 수용 능력이 최고 60% 증가하여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총 65km가 넘는 도시 철로로 라우즈힐에서 뱅스타운까지 연결 

 빠르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신세대 전철 

 시간표 불필요 - 언제든지 무작정 역에 와서 탑승 

 주간과 야간에 운행하는 전철 증설 

 전철망 전반에 걸쳐 이용객의 교통 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대에 CBD를 지나는 전철을 더 많이 더 자주 운행하여, 전철 안과 



 

 

역과 플랫폼에서 혼잡을 줄이고 이용객에게 더욱 다양한 옵션을 제공 

 시드니 메트로는 수용 능력을 추가로 늘려서 남서부 지역에서 오는 전철과 T1 

서부 노선의 혼잡을 줄이도록 지원할 예정 

 시드니 북서부와 남서부 지역에서 오는 전철 증설 

 시드니의 나머지 지역과 같은 오팔 매표와 요금 체계로 이용객에게 원활한 

교통편을 제공하여 이동하기에 더욱 편리한 환경 조성 

 열차, 버스, 페리, 경전철 간 빠르고 편리한 환승 체계 

 기존 철도망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자 노선이어서 광역 철도망의 지연과 

무관하게 운행 

 시드니의 경제 중심지와 연결하여 연간 5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활동 촉진 

 일자리, 교육과 여가 활동을 위한 새로운 선택 제공 

 고용 성장 지역까지 더욱 신속한 교통  

 

웹사이트에 나온 정보를 번역하려면, 웹사이트 왼쪽 아래의 ‘언어 선택’ 옵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글에서 번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웹사이트의 내용에 관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번역 서비스 전화 131 450번으로 연락하여 다음 번호로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1800 171 386: 시드니 메트로 시티 및 남서 노선 안내 통역   

• 1800 019 989: 시드니 메트로 북서 노선 안내 통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