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奥尔巴尼 (ALBANY) 及北港  
(NORTH HARBOUR) 新高速公路、 
公路、公交车道、自行车道、 
步行道规划方案

本页所附为新西兰交通局 (NZ Transport Agency) 颁布的手册，介绍如下最新道路规划方案：

 • 将在星座大道 (Constellation Drive) 附近新建一条高速公路。建成后，机动车可从1号国道 (SH1) 驶出，前往位于奥克
兰西区的18号国道 (SH18)；或前往奥克兰机场 (Auckland Airport)、奥克兰西区、奥克兰南区 (West and South 
Auckland)；

 • 将在现有驶离和前往奥克兰市区的高速公路基础上，拓建更多车道；

 • 有可能将在西田购物中心 (Westfield Mall) 旁的奥尔巴尼快速道路 (Albany Expressway)，新建一条入口匝道，通往高
速公路；

 • 北港及昂斯沃斯高地 (Unsworth Heights) 部分地方道路将做若干处改动，受影响的道路包括：加勒比大道 
(Caribbean Dr) 、保罗·马修斯路 (Paul Matthews Rd) 、昂斯沃斯大道/欧米伽小道 (Unsworth Dr/Omega Pl) 等。 
请参考手册所附图示，了解各地方人民选择权备选方案；

 • 将对从星座公交车站 (Constellation Bus Station) 到奥尔巴尼公交车站 (Albany Bus station) 方向的北部公共汽车高速
车道 (Northern Busway) 向北进行扩建。新的地方人民选择权车站备选方案正在研究当中；

 • 将新建超过5公里长的步行道、自行车道，为人们提供安全的步行、骑行路线，抵达各主要目的地、学校、 
办公场所。

以上规划方案是《北部走廊改造项目》(Northern Corridor Improvements project) 的一部分。

该手册第二页附有地图，展示了新西兰交通局提出的总体设计方案。我们诚邀包括您在内的各位北岸居民、企业主对
我们提出的改建方案提出自己的看法，告诉我们这些方案对您家人或生意的日常出行可能产生的影响。

新西兰交通局之所以提出上述改建方案，是因为这些方案可以为当地社群和商业活动带来积极效益。未来20年，奥克
兰北岸、更北部、西北部楼市和就业市场将迅速成长。如果我们现在不提前计划改造，那么北岸的公路、公共汽车、
高速公路将变得更加拥挤，通行速度变慢，商业活动中用到的卡车和货运工具也很难把货物准时送达。

想要了解上述方案更多详细内容，请参阅附上的英文手册，或登录我们的网站www.nzta.govt.nz/auckland-northern-
corridor，参阅全套中文或韩文翻译手册。

请参与我们的活动，或者通过所附手册上提供的联系方式与我们取得联系，让我们知道您的想法。



올버니 (ALBANY) 및 노스 하버 
(NORTH HARBOUR) 의 새로운  
자동차 도로, 일반 도로, 버스 노선,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계획

이 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는 뉴질랜드 교통청 (NZ Transport Agency) 에서 다음 항목에 대한 최신 설계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브로슈어입니다.

 • 컨스텔레이션 드라이브 (Constellation Drive) 근처의 새로운 자동차 도로 – 오클랜드 서부 지역의 SH1 에서 SH18 을 연결하며 이 

도로를 통해 오클랜드 공항 (Auckland Airport) 과 오클랜드 서부 및 남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도로를 통해 도시를 들어오고 나가는 추가적인 노선

 • 웨스트필드 몰 (Westfield Mall) 근처에서 올버니 고속도로 (Albany Expressway) 에서 자동차 도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진입 차선 

계획

 • 노스 하버 (North Harbour) 와 언스워스 하이츠 (Unsworth Heights) 의 몇몇 지역 도로 변경 - 해당되는 도로들은 Caribbean Dr, 
Paul Matthews Rd 와 Unsworth Dr/Omega Pl 입니다. 어떤 옵션들이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브로슈어의 도면을 

참조하십시오.

 • 노던 버스웨이 (Northern Busway) 노선이 컨스텔레이션 버스 터미널 (Constellation Bus Station) 에서 올버니 버스 터미널 

(Albany Bus Station) 까지 확장됩니다. 새로운 정류장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5km 길이의 새로운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추가되어 사람들이 주요 목적지, 학교 및 직장으로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기 계획들은 Northern Corridor Improvements 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이 브로슈어의 2 페이지에 있는 지도에서는 교통청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체적인 설계를 보여줍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노스 

쇼어 (North Shore) 주민과 사업주에게 의견을 묻고 있으며, 가족 및 사업과 관련된 일상의 이동 계획에 이러한 변경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청은 이러한 변경이 지역 사회와 기업들을 위한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변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스 쇼어 지역에서 주택 공급과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오클랜드 북부와 북서부 지역은 향후 20년 

동안 그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노스 쇼어 지역의 도로, 버스 노선, 

자동차 도로는 점점 더 혼잡해 질 것이며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기업들은 운송 수단을 운용하기가 어려워져 적시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문 브로슈어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웹 사이트 www.nzta.govt.nz/auckland-northern-corridor 
를 방문하여 중국어(간체)나 한국어로 제공되는 브로슈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공하려면 관련 행사에 참여하시거나 첨부된 브로슈어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