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st (서부)

Sydney Metro West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 

역들이 확정되었습니다. 

Western Sydney (웨스턴 시드니)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메트로 철도를 건설할 Sydney Metro West 공사가 

2020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Westmead, Parramatta, Sydney Olympic Park, 
North Strathfield, Burwood North, Five Dock 및 

The Bays Precinct에 새로운 메트로 역을 확정 짓는 

공식적인 기획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Sydney Metro West는 시드니와 파라마타 CBD사이의 

철도 역량을 두배로 늘리는 새롭고 편리한 철도로, 시티의 

차세대 지하 메트로 철도의 큰 축이 될 것입니다. 메트로 

철도는 두 지역을 잇는 가장 용이하고 빠른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Westmead와 Sydney CBD간에 약 24
킬로미터의 쌍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지역사회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트레인 시스템의 부담을 해소할 

것이며, 2036년까지 고용 성장과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 

Western Sydney의 3백 2십만명의 사람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NSW 주정부는 Rydalmere와 Pyrmont에 역사를 

건설하는 안건에 대해 평가 중이며, Sydney CBD의 

새로운 메트로역 위치 선정에 대해 추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Sydney Metro West 의 주요 특징:

 Parramatta, Sydney Olympic Park 및  

The Bays와 같은 주요 고용 및 교육  

중심지에 더욱 빠른 서비스를 더욱 자주 

제공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보건 및 교육 구역인 

Westmead에 새로운 메트로 역 건설 

Burwood North, Five Dock 및 The Bays
에 최초로 새로운 철도 서비스 제공

시드니의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의 최고 

중심지인 Sydney Olympic Park에 새로운 

메트로 역 건설

시드니의 여타 대중 교통 시스템과의 통합

엘리베이터 및 열차와 플랫폼 사이의 높이를 

평평하게 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최대화

냉난방 시설을 완비한 차세대 메트로 열차

역사, 열차 및 철도 등과 같은 Sydney Metro
의 모든 기반시설은 NSW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Sydney Metro는 오팔카드를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며, 요금은 NSW 주정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0
19

웨스트메드(Westmead) 메트로 역 미래 구상도.

Sydney Metro West는 

Parramatta와 Sydney CBD간의 

여행시간을 20분 정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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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Metro West 역들

Westmead

Westmead 메트로 역은 

현 Westmead 역의 남쪽, 

Hawkesbury Road의 동쪽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awkesbury Road에 역 

진입구를 하나 건설할 예정입니다. 

Rydalmere 

Parramatta

Parramatta 의 경우 George, 
Macquarie, Church 및 Smith 
streets으로 둘러싸인 구역에 

건설될 것이며, Horwood Place
에 진입구가 건설될 것입니다. 

Sydney Olympic Park

Sydney Olympic Park 메트로 

역은 현 Olympic Park역 남쪽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역사는 

Olympic Boulevard의 동쪽에 

위치하며 주 진입구는 Dawn 
Fraser Avenue에서 나와 Herb 
Elliot Avenue와 Figtree Drive 

사이에 건설될 것입니다.
North Strathfield

North Strathfield 메트로 역은 

현재의 North Strathfield역에 

인접하여 세워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메트로 플랫폼은 현재의 

역사와 나란히 지어질 것이며, 

새로운 진입구가 Queen Street
에 건설될 것입니다.

Burwood North

Burwood North 역은 

Burwood road와 Parramatta 
road 의 코너에 건설될 

예정으로, Parramatta road 의 

북쪽과 남쪽 모두에 진입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Five Dock

Five Dock역은 Great North 

Road에서 벗어나 Second 
Avenue 와 Waterview Street
의 코너와 East Street 교차 

지점 사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역 진입구는 Great North Road
에서 나와 Fred Kelly Place 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The Bays Precinct

Bays역은 Glebe Island 와 

White Bay 발전소 사이에 

건설될 예정이며, White Bay
의 남쪽에 진입구가 생길 

예정입니다. 

Pyrmont
Pyrmont 의 경우 전략적으로 
역을 건설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Sydney CBD

Sydney CBD 역의 위치에 

대해서는 추가조사와 지역사회 

및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 

Westmead Hospital (웨스트메드 병원).

Western Sydney University, (웨스턴 시드니 
유니버시티) Rydalmere.

Western Sydney University, (웨스턴 
시드니 유니버시티) Parramatta.

North Strathfield 의 한 카페.

Sydney Olympic Park.

Rydalmere 의 경우 

전략적으로 역을 

건설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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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Olympic Park

Sydney Olympic Park 메트로 

역은 현 Olympic Park역 남쪽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역사는 

Olympic Boulevard의 동쪽에 

위치하며 주 진입구는 Dawn 
Fraser Avenue에서 나와 Herb 
Elliot Avenue와 Figtree Drive 

사이에 건설될 것입니다.
North Strathfield

North Strathfield 메트로 역은 

현재의 North Strathfield역에 

인접하여 세워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메트로 플랫폼은 현재의 

역사와 나란히 지어질 것이며, 

새로운 진입구가 Queen Street
에 건설될 것입니다.

Burwood North

Burwood North 역은 

Burwood road와 Parramatta 
road 의 코너에 건설될 

예정으로, Parramatta road 의 

북쪽과 남쪽 모두에 진입구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Five Dock

Five Dock역은 Great North 

Road에서 벗어나 Second 
Avenue 와 Waterview Street
의 코너와 East Street 교차 

지점 사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역 진입구는 Great North Road
에서 나와 Fred Kelly Place 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The Bays Precinct

Bays역은 Glebe Island 와 

White Bay 발전소 사이에 

건설될 예정이며, White Bay
의 남쪽에 진입구가 생길 

예정입니다. 

Pyrmont
Pyrmont 의 경우 전략적으로 
역을 건설할 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Sydney CBD

Sydney CBD 역의 위치에 

대해서는 추가조사와 지역사회 

및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 

Burwood 공원.

A Sydney Metro 역

호주 해양박물관.

White Bay.Great North Road, Five D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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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1800 612 173 지역사회 정보 전화 24시간 

휴무

 sydneymetrowest@transport.nsw.gov.au

  Sydney Metro West,  
PO Box K659, Haymarket NSW 1240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통번역서비스(TIS) 

131 450 으로 연락하셔서 1800 612 173 으로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

2016년 이후로 Sydney Metro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 및 산업체와 함께 빠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메트로 철도 서비스 프로젝트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Sydney Metro West팀은 지역사회 자문 및 

일반대중에서 문서를 공개하기 위해, 상세 기획 보고서 

및 환경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 즉 Westmead 에서 The Bays, 
그리고 Sydney CBD까지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가 

2020년에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Sydney Metro 
West의 추가 단계에 대해서는 추가 환경 영향 

보고서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일반 공개 기간 동안, 건설로 인한 영향, 소음 및 진동, 

현장 접근, 교통 및 Sydney Metro 운영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는 팀원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 번에 걸쳐 간단한 지역사회 세션을 

마련할 것입니다.  

Sydney Metro West 기획 과정

초
기

 자
문

Sydney Metro 지역사회 이벤트.

지역사회와의 공조

공간담당 매니저

Sydney Metro West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도록 이른바 공간담당 매니저라 

불리는 전담 지역사회 관계 전문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간담당 매니저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프로젝트 팀원 

간의 단일화된 직접적인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매입

부동산이 이 프로젝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저희 개별 매니저 및 매입 매니저가 부동산 소유주나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Sydney Metro West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를 

보시려면 여기를 

스캔하십시오.

범주 보고서(Scoping report)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정부차관의 환경평가 요구조건

(SEARs)을 요청합니다. 

현재 이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차관의 환경평가 요구조건을 받습니다.

환경 영향 보고서 준비 및 공개 - 최소 28일
귀하의 
의견을 

듣습니다.

건설안 및 우선 기반시설 보고서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받습니다. 

건설을 시작합니다. 

승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
식

 자
문

https://www.sydneymetro.info
https://www.facebook.com/SydneyMetro/?fref=nf
https://au.linkedin.com/company/sydney-met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