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트 오클랜드 버스 운행 서비스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이 공개 댓글은 2022년 4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웨스트 오클랜드를 위한 큰 변화  

오클랜드 교통공사(AT)는 시민들이 더 많은 곳을, 더 자주 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웨스트 

오클랜드 버스 네트워크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변경안은 더 안정적이고 운행 간격이 

짧은 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스웨스턴 모터웨이에서 더 빈번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웨스턴 

익스프레스(WX1) 버스 노선 신설  

• 테아타투, Lincoln Rd, 웨스트게이트의 새 버스 인터체인지에서 지역 내 운행 노선을 

모터웨이 서비스와 연결  

• 131번 노선의 종일 운행 횟수를 늘리고 13번으로 노선 번호를 변경해 버스 여행을 

더 편하게 만들고 새 테아타투 버스 인터체인지 및 헨더슨 전철과 원활히 연결  

• 헨더슨과 노스쇼어 사이를 운행하는 120번 노선의 종일 운행 간격을 줄이고 

12번으로 노선 명 변경  

• 대부분의 버스를 더 자주 운행하고, 저녁 늦게까지 운행  

• 버스 네트워크를 알기 쉽게 더 간결화  

• 대부분의 승객은 시티 센터로 가려면 모터웨이 노선으로 환승해야 함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과 함께 2022년 6월 5일 일요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개요 

2017년 오클랜드 교통공사는 웨스트 오클랜드를 위한 새로운 버스 운행 네트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장소로 연결하고, 새 전철과 새 요금 

시스템(승객이 여러 번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와 전철 간 환승 가능)을 활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빈번한 버스 노선의 완전한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뉴질랜드 교통청(Waka Kotahi)과 협력해 노스웨스턴 모터웨이를 따라 버스 

갓길 차로를 연장 및 개선하는 한편, 드나드는 경사로(On/off ramp)에서 버스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SH16 고속 환승 통로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3년 중반에 이것이 

완료되면 테아타투, Lincoln Rd, 웨스트게이트의 새 버스 인터체인지에서 버스가 연결되고, 

노스웨스턴 모터웨이를 따라 하루 종일 자주 운행하는 대중교통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경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운행시간표를 보고 미리 경로와 시간을 

계획하기 보다는 그냥 '아무 때나 나와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목적지에 갈 

수 있어 대중교통을 보다 다양한 여행 목적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더 많은 자동차를 나오게 하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주 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경 하에서 일부 

승객들이 주요 인터체인지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목적지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클랜드 

교통공사와 뉴질랜드 교통청은 최대한 쉽게 환승할 수 있는 양질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은 일부 기존 승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경의 전반적인 목적은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을 포함해 가급적 많은 사람을 위해 더 간단하고 유용하게 

대중교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안에 대해 지지하는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변경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변경 배경  

오클랜드 북서쪽은 주택과 일자리, 주민 및 교통 수요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번 

국도는 북서쪽을 기점으로 하는 버스 운행 서비스의 주된 경로이며 이 지역을 위한 

대중교통 방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합니다. 북서쪽 지역은 직장, 학업 및 사회활동을 위한 

교통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북서쪽 주민들의 60%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다른 

어떤 오클랜드 지역보다 자동차로 통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현재 버스 인터체인지와 버스 우선 차선이 부족해 버스 운행 횟수가 충분하지 않고 

운행망이 만족할 만큼 효율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중복 요소를 

없애고 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 더 나은 대중교통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모터웨이 노선 공통 구간에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지역 도로의 교통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하루 종일 노스웨스턴 모터웨이에서 더 많은 버스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터웨이 교통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많은 지역 내 버스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버스가 개별 노선이 아닌 연결된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작용하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중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장소에 갈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그냥 '아무 

때나 나와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지면 종전보다 거의 3배나 많은 사람들이 간선 버스 노선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놓일 것입니다.  

이 버스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복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Don Buck Rd, 

헨더슨, 테아타투, 헬렌스빌에서 각자 따로 버스가 시티 센터로 가던 것이 앞으로는 

승객들이 환승함으로써 버스를 여러 대 가동할 필요 없이 모두가 동일한 버스를 공유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개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로를 비워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대중교통은 교통체증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잠식의 필요성을 줄이며,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보건 성과를 개선하는 한편, 운전할 수 없거나 운전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충되는 문제  

웨스트 오클랜드의 대중교통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절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 시티 센터로 가는 직행 버스 서비스 폐지 – 모터웨이 운행과 지역 내 

운행에 더 많은 버스를 할애할 수 있습니다.  

• 환승해야 하는 불편 – 어떤 승객에게는 환승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운행 횟수를 

늘리는 데 환승은 필수적입니다. 환승은 더 효과적으로 버스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더 자주, 

더 많은 곳을 운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HOP 카드 요금 시스템으로 운행 서비스 간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이동하는 구역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AT 버스, 전철 



및 페리 간 환승하더라도 AT HOP 카드로 전체 이동 구간에 대해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됩니다.  

 

테아타투, Lincoln Rd, 웨스트게이트 노스웨스트 센터의 새 버스 시설  

오클랜드 교통공사와 뉴질랜드 교통청은 현재 오클랜드 북서쪽에 다음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을 만들고 버스 우선 운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웨스트게이트 버스 인터체인지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에 환승을 위한 버스 정류장들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인터체인지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히 개선될 것입니다. Fernhill Drive 버스 정류장들은 이용 

노선에 약간 변경이 생기지만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스웨스트 버스 정류장들을 이용하는 버스 노선: WX1, 11T, 11W, 111, 112, 114, 116, 122, 

123, 125, 126  

Fernhill Drive 버스 정류장들을 이용하는 버스 노선: 11T, 11W, 12, 111, 116, 122, 123, 125, 

126  

 

Lincoln Rd 버스 인터체인지  

Lincoln Rd와 인근 모터웨이 경사로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테아타투 버스 인터체인지  

Te Atatu Rd와 인근 모터웨이 경사로에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티 센터로 가는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버스 운행을 위해 노스웨스턴 모터웨이의 버스 

갓길 차로가 웨스트게이트와 Newton Rd 사이에 연장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이 

모터웨이의 버스 갓길 차로는 거의 20km에 이르게 됩니다. 또 버스 우선권을 높이기 위해 

모터웨이 인터체인지와 Te Atatu Rd, Lincoln Rd에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버스 운행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인프라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T.govt.nz/projects-roadworks/northwestern-bus-

improv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 오클랜드의 현행 버스 노선에 대한 변경안:  

버스 노선 변경안 지도는 AT.govt.nz/about-us/have-your-say/west-auckland-

consultations를 참조하십시오. 

노스웨스턴 모터웨이 버스 운행 서비스 신설:  

웨스턴 익스프레스 - WX1  

• 웨스트게이트에서 모터웨이를 통해 시티 센터까지 연결 

•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웨스트게이트와 시티 센터 사이를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웨스트게이트와 Lincoln Rd, 테아타투에서 버스 인터체인지를 이용하고, 

Karangahape Rd와 Queen St/Albert St, Lower Albert St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합니다.  

• 첫 출발은 오전 5시 30분. 주 7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분 간격, 

오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15분간격으로 운행합니다.  

• 시티 센터의 Newton Rd에서 모터웨이를 진입하고 빠져나옵니다.  

 

11T, 11W 

• 계속해서 포인트 쉐벌리어와 그레이 린의 Great North Rd를 운행합니다. 포인트 

쉐벌리어, 웨스턴 스프링스, 그레이 린, 캐링턴 유니텍, 오클랜드 동물원을 

연결합니다.  

• Lincoln Rd와 포인트 쉐벌리어 사이는 모터웨이로 갑니다.  

• 11T는 Triangle Rd로 매시를 통과하고 11W는 Waimumu Rd를 지납니다.  

• 웨스트게이트, Lincoln Rd, 테아타투에서 새 버스 인터체인지를 이용합니다.  

• 11T와 11W는 주 7일 오전 5시 30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각각 항상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Lincoln Rd와 시티 센터 사이 구간은 두 노선이 겹치므로 15분 

간격입니다.  

WX1, 11T, 11W는 노스웨스턴 모터웨이를 따라 운행하는 유일한 버스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현재 125X, 129, 132, 132X, 133, 133X, 134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지역 내 버스 

서비스와 모터웨이 서비스 사이를 환승해야 합니다.  

 

지역 내 운행 서비스 신설  

• 12 - 노선 번호 120이 12로 변경. 120번과 경로는 동일하지만 더 자주 운행. 

스메일스 팜과 아코랑아로 가는 일부 야외수업 버스 운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계속됩니다.  

• 13 - 131번을 대체. 131번과 경로는 동일하지만 더 자주 운행. 이 간선 버스를 

이용해 헨더슨에서 전철로 갈아타거나, 테아타투 인터체인지에서 시티 센터, 

Rosebank Rd, Lincoln Rd, 웨스트게이트 행 버스로 환승 

• 14 - 14T 및 14W를 대체. 뉴린, 헨더슨, Lincoln Rd의 새 버스 인터체인지 사이만 

운행. Lincoln Rd와 웨스트게이트 사이의 구간은 11T와 11W 노선으로 대체 

• 116 - 도로 준비가 완료되면 웨스트 힐스에 새로 개설될 노선 



• 123 - 후아파이 남쪽 지역과 웨스트게이트 사이의 새 버스 노선. 122번 버스와 

번갈아 가며 후아파이와 쿠메우까지 더 자주 운행할 것입니다.  

• 135 - 134번의 Edmonton Rd 구간을 대체하고, 테아타투 페닌슐라까지 더 많은 

버스 운행 서비스를 추가 

• 145 - 141번과 142번을 대체하며, 웨스턴 하이츠를 통과해 헨더슨과 새 Lincoln Rd 

버스 인터체인지로 연결 

• 147 - 스완슨과 헨더슨 사이를 운행하며 라누이 역을 지나는 새 노선 

• 149 - 로즈뱅크를 통과해 뉴린에서 라누이까지 운행. 로즈뱅크에서 138번을 

대체하고 Lincoln Rd와 테아타투의 새 인터체인지에서 다른 버스와 연결 

• 148 - 라누이와 Lincoln Rd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149번의 저녁/주말 버전이지만 

로즈뱅크와 뉴린까지 운행하지는 않음 

 

운행 경로 변경:  

• 14T, 14W - 뉴린과 Lincoln Rd 사이만 운행하게 노선 단축. 노선 번호가 14로 변경. 

Lincoln Rd와 웨스트게이트 사이의 구간은 11T와 11W로 대체 

• 110 - 노선 번호가 11T로 변경 

• 111 -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까지 노선 연장 

• 112, 114 - 웨스트게이트에서 경로가 변경되어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의 새 버스 

정류장으로 운행. 더 이상 Fernhill Drive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음 

• 120 - 간선 노선으로 승격. 노선 번호가 12로 변경 

• 122, 125 -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에 새 버스 정류장 추가 

• 125X - 추가적 125번 서비스와 WX1로 대체 

• 126 - 리버헤드 빌리지를 통과하게 경로 변경.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에 새 버스 

정류장 추가 

• 129, 131, 132, 132X, 133, 133X, 134 - 새로운 지역 내 운행 서비스 및 모터웨이 

서비스로 대체 

• 141, 142 - 새 145번으로 대부분의 경로가 대체 

• 146 - 노선 단축. 와이타케레 빌리지와 스완슨 사이만 운행. 와이타케레 빌리지를 

통과하게 경로 변경. 변함없이 새 147번이 스완슨과 헨더슨을 연결  

이 프로젝트에서 다른 버스 서비스나 학교 버스 서비스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별 변경안 

헬렌스빌, 와이마우쿠, 후아파이, 쿠메우  

• 시티 센터로 가는 승객은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에서 WX1 또는 11T/W 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 직행 125X는 없어지고, 운행 횟수가 더 많은 125번 서비스로 대체됩니다.  

• 125번이 출퇴근 시간대는 30분 간격, 낮 시간대는 1시간 간격으로 다니고, 저녁 

늦게까지 운행합니다.  

• 후아파이 남쪽 지역을 연결하는 새 123번 

• 122번이 더 자주 다니므로 122번과 123번, 125번을 전부 감안하면 후아파이에서 

웨스트게이트까지 출퇴근 시간대는 15분마다, 다른 시간대는 30분마다 버스가 운행됩니다.  

• 122번과 123번, 125번이 Fernhill Drive 버스 정류장뿐 아니라 노스웨스트 쇼핑센터의 새 

버스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 웨스트게이트에서 시티 센터까지 더 많은 버스가 더 짧은 시간에 운행합니다.  

 

헨더슨  

• 시티 센터로 가는 승객은 새 테아타투 인터체인지에서 환승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WX1 및 

11T/W 버스로 갈아타고 시티 센터로 갑니다. 직행 버스는 없어집니다.  

• 131번이 13번으로 바뀌고, 자정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새 테아타투 

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합니다.  

• 134번이 헨더슨과 테아타투 페닌슐라 사이의 Edmonton Rd에서 135번 노선으로 

대체됩니다.  

• 노선 번호 120이 12로 변경됩니다. 주 7일, 낮 시간대는 15분 간격, 오후 7시 이후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Lincoln Rd  

• 변함 없이 간선 버스 14번이 헨더슨을 통해 Lincoln Rd와 뉴린 사이를 운행하지만 

Lincoln Rd와 웨스트게이트 사이 구간은 11T/W로 대체됩니다.  



 

매시  

• 129번이 더 이상 운행하지 않습니다.  

• 노선 번호 120이 12로 변경됩니다. 주 7일, 낮 시간대는 15분 간격, 오후 7시 이후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 11T와 11W가 시티 센터로 갑니다.  

 

리버헤드  

126번이 리버헤드 빌리지를 통과해 Riverhead Point Drive, Pohutukawa Parade, Great 

North Road를 지나는 경로로 변경되어 집에서 더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Rosebank Rd  

• 새 149번이 138번을 대체하고 테아타투 인터체인지, Lincoln Rd 인터체인지 및 라누이를 

연결합니다. 월~금 오후 7시 무렵까지 다니며 138번보다 더 자주 운행합니다.  

• 헨더슨 행 직행 138번이 없어집니다.  

• 22R이나 191번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로열 하이츠  

• 111번이 항상 30분 간격으로 오고,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 시티 센터를 오갈 때 111번과 11T 사이를 갈아탑니다.  

 

스완슨, 라누이, Universal Drive  

• 노선 번호 120이 12로 변경됩니다. 주 7일, 낮 시간대는 15분 간격, 오후 7시 이후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 이 버스는 Fernhill Drive의 버스 정류장에 서지만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로 가지 않으므로 

WX1 버스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 143번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 새 145번이 라누이를 통과하는 141번과 142번 노선의 대부분을 대체할 것입니다. 새 

Lincoln Rd 인터체인지와 연결됩니다.  

• 146번은 와이타케레 빌리지와 스완슨 사이만 운행합니다.  

• 147번이 번함없이 스완슨, 헨더슨, The Trusts Arena 사이를 연결하는데 라누이 역과 새로 

연결됩니다.  

• 149번이 라누이에서 Lincoln Rd 인터체인지(그리고 여기서 다른 버스편과 연결)와 

로즈뱅크로 연결됩니다. 저녁과 주말에는 148번이 149번을 대체해 라누이와 Lincoln Rd 

사이만 운행합니다.  

• Rathgar Rd에서 와이타케레 칼리지, 리스턴 칼리지, 세인트 도미닉 카톨릭 칼리지를 

제외한 구역은 버스가 다니지 않지만 Swanson Rd(12번 노선)에는 버스들이 더 많이 

다니게 됩니다. 

  

테아타투 페닌슐라  

• 시티 센터로 가는 승객은 새 테아타투 인터체인지에서 환승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WX1 

또는 11T/W 버스로 갈아타고 시티 센터로 갑니다. 132번, 132X 직행 버스는 없어집니다.  

• 이 인터체인지에서 시티 센터, 헨더슨, 웨스트게이트, Lincoln Rd 인터체인지, Rosebank 

Rd로 버스가 갑니다.  

• 더 많은 종일/저녁/주말 버스 운행 

• 131번을 대체할 13번이 8~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승객들은 새 테아타투 

인터체인지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거나 헨더슨에서 전철로 환승합니다.  

• Te Atatu Rd의 북쪽 구간을 따라 Rewarewa Rd까지 새 135번 

• 원하는 승객은 헨더슨을 경유하지 않고 WX1, 11T/W를 이용해 웨스트게이트와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로 갈 수 있습니다.  

 

테아타투 사우스  



• 시티 센터로 가는 승객은 새 테아타투 인터체인지에서 환승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WX1 

또는 11T/W 버스로 갈아타고 시티 센터로 갑니다. 133번, 133X, 134번 버스는 없어집니다.  

• 131번을 대체할 13번이 8~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승객들은 새 테아타투 

인터체인지에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거나 헨더슨에서 전철로 환승합니다.  

• 135번이 헨더슨과 테아타투 페닌슐라 사이의 Edmonton Rd에서 134번 노선을 

대체합니다.  

• Rosebank Rd로 가려면 새 테아타투 인터체인지에서 149번 노선을 이용합니다.  

• 원하면 헨더슨을 경유하지 않고 WX1, 11T/W를 이용해 웨스트게이트와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로 갈 수 있습니다.  

• 낮 시간과 저녁 내내 더 많은 버스가 더 자주 운행 

 

와이타케레 병원  

• 14T/W로 매시와 웨스트게이트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Lincoln Rd의 새 버스 

인터체인지에서 환승해야 합니다. 11T/W를 타고 인터체인지에서 14번 노선으로 

환승합니다.  

 

와이타케레 빌리지  

• 146번은 와이타케레 빌리지와 스완슨 사이만 운행합니다.  

• 와이타케레 빌리지를 통과해 Northfield Rd와 McEntee Rd를 운행함으로써 더 많은 집과 

더 가까이 정차하도록 노선이 변경됩니다.  

• 출퇴근 시간에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그 이외 시간대에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 변함없이 새 147번이 스완슨과 헨더슨을 연결합니다.  

 

웨스트 하버, 홉슨빌, 스콧 포인트  

• 112번과 114번이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로 가는데 더 이상 웨스트게이트의 Fernhill Drive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 오클랜드 교통공사는 Joshua Calder Drive 도로가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콧 포인트에서 버스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노폭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112번이 스콧 포인트를 통과해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와 홉슨빌 포인트 사이를 

운행합니다. 112번은 시티 센터 행 WX1 버스와 잘 연결됩니다.  

• 노선 번호 120이 12로 변경됩니다. 주 7일, 낮 시간대는 15분 간격, 오후 7시 이후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웨스트 힐스  

• 단방향 순환 노선 116번이 신설되어 이 지역을 웨스트게이트와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로 

연결합니다. 필요한 도로가 완공된 후에만 운행이 시작됩니다.  

 

웨스턴 하이츠  

• 신설 노선 145번이 141번 노선과 142번 노선을 대체해 새 Lincoln Rd 버스 

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합니다. 일부 승객은 헨더슨으로 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 143번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웨스트게이트  

•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에 버스 정류장이 새로 생깁니다.  

• 새 WX1 버스가 Lincoln Rd와 테아타투의 버스 정류장을 거쳐 웨스트게이트와 시티 센터 

사이를 모터웨이로 운행합니다. 첫 출발은 오전 5시 30분. 평일 낮 시간은 8~10분 간격, 

오후 7시 ~ 밤 11시 30분까지와 주말은 15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 포인트 쉐벌리어와 시티 센터 사이의 Great North Rd는 11T 노선(Triangle Rd 경유)과 

11W 노선(Waimumu Rd 경유)이 지납니다. 낮 시간대에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닙니다. 

Lincoln Rd와 시티 센터 사이는 두 노선이 겹치므로 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됩니다.  

• 14T와 14W가 더 이상 Lincoln Rd와 웨스트게이트 사이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와이타케레 병원, 헨더슨, 뉴린은 11T/W나 WX1을 이용해 Lincoln Rd에서 14번 버스로 



갈아타게 됩니다. 노선 번호 120이 12로 변경되어 주 7일, 낮 시간대는 15분 간격, 오후 

7시 이후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 이 버스는 Fernhill Drive의 버스 정류장에 서지만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로 가지 않으므로 

WX1 버스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훼누아파이  

• 114번이 노스웨스트 쇼핑 센터로 가는데 더 이상 웨스트게이트의 Fernhill Drive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 웨스트게이트에서 시티 센터까지 더 많은 버스가 더 짧은 시간에 운행합니다.  

 

Williamson Ave, 그레이 린  

• 195번이 134번 대신 그레이 린의 Williamson Ave를 따라 운행합니다. 

 

 

 

버스 운행 간격  

아래 표는 버스 노선의 대략적인 변경 후 운행 시간과 간격을 보여줍니다.  

 



 

의견 수렴 목표  

이 의견 수렴 작업의 목적: 

버스 평일 버스 운행 간격 주말 버스 운행 

간격 

평일 운행 시간 

 출퇴근 

시간 

종일 저녁 종일 저녁 첫 출발 마지막 

출발 

WX1 10분 10분 15분 10분 15분 5.30am 11.30pm 

11T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5.30am 11.30pm 

11W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5.30am 11.30pm 
Lincoln Rd와 시티 센터 사이의 공통 구간은 11T와 11W가 겹치므로 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됩니다. 

12 15분  15분 30분 15분 30분 5.30am 11.00pm 

13 8분 10분 15분 15분 15분 5.30am 11.30pm 

14 15분 15분 30분 15분 30분 5.30am 11.00pm 

111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5.30am 10.30pm 

112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5.30am 10.30pm 

114 4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0am 8.30pm 
* 114번은 홉슨빌 포인트 페리에 맞춰 시간이 정해집니다. 

116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5.30am 11.00pm 

122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5.30am 11.00pm 

123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5.30am 11.00pm 
후아파이와 웨스트게이트 사이의 공통 구간은 122번과 123번이 겹치므로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됩니다. 

125 30분 60분 60분 60분 60분 5.00am 8.00pm 

126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0am 8.00pm 

135 15분 30분 30분 30분 30분 5.30am 11.00pm 

145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6.00am 10.00pm 

146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6.00am 10.00pm 

147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6.30am 10.00pm 

148 - - 30분 30분 30분 주말 6am 

/ 평일 

7pm 

10.00pm 

149 20분 30분 - - - 6.00am 7.00pm 
148번은 저녁과 주말에만 운행합니다. 149번은 평일 오후 7시까지만 운행합니다. 



• 자신의 견해와 우선순위를 밝힐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  

• 오클랜드 교통공사가 대중교통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 대중교통망 개발안에 대해 주민들과 계속 소통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귀하의 의견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경을 더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과 함께 2022년 6월 5일 일요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을 AT.govt.nz/about-us/have-your-say/west-auckland-

consultations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설문조사 문항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어떻게 쓰일까요?  

이 여론 수렴 작업 후 저희는 추가적인 의견 수집을 위해 특정 거리나 동네 주민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렴 의견을 분석해 이러한 변경안에 대한 결정을 담은 보고서를 2022년 

중반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과 같은 복잡한 결정을 내릴 때는 수렴 여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추가 조사  

• 운영상의 고려 사항  

• 오클랜드 시 및 오클랜드 교통공사 장기 전략 계획  

• 자금 조달 제약 요인  

• 외국 모범 사례  

• 내부 및 외부 전문가 기술 자문  

• 여론  



• 다른 프로젝트  

• 지역위원회(Local Board)와 뉴질랜드 교통청과 같은 기타 이해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