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 라이드
공립 학교

활기찬
학교
가기

교통 이용 안내서
대다수의 가정이 학교나 현지
가게로부터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적당한 반경(2km)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뒷장의 TAG 에는 거주 지역에서 추천된
안전하고 이용 가능한 도보길 혹은 자전거
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교 통학 버스
시드니 버스 버스 노선
웨스트 라이드: 라이드 / 시티 501, 520, L20,
524, 534
파라마타 520, L20, 523, 524
이스트우드 / 칼링포드/ 메도우뱅크513, 543
채스우드 534
메도우뱅크/라이드 582 (학교 특별 운행)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3개의 기차역이
있습니다. 모두 노던, 뉴캐슬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 노선의 역입니다. 이 노선들은 남쪽에서
시티와 스트라스필드역(웨스턴 시드니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음)까지, 그리고 북쪽에서 에핑,
혼스비 그리고 고스포드역까지 운행합니다.
어떤 교통 서비스가 자신의 행선지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31500으로
전화하시거나, 131500.com.au로 방문하세요.

탑 라이더 (

)

탑 라이더는 시티 내의 무료 교통 서비스입니다.
노선과 시간표에 대한 정보는
ryde.nsw.gov.au/topryder를 방문하세요.
노선 1 – 오렌지 – 메도우 뱅크에서 글레이즈빌,
탑 라이드 시티, 이스트우드 및 라이드 병원을
거쳐 웨스트 라이드까지 운행.
노선 2 – 블루 – 탑 라이드 시티에서
글레이즈빌, 메도우뱅크, 웨스트 라이드 및
라이드 병원을 거쳐 이스트우드까지 운행

웨스트 라이드 도서관
개관 시간
월, 수, 금요일
화,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오전
오전
오후

10~ 오후 5시
10시~오후 8시
9시 30분~오후 5시
12시~오후 4시

웨스트 라이드 울워스
개장 시간
월요일 ~ 토요일 오전 7시 ~ 자정 오후 12시
일요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알고 계셨습니까?
5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매일 최소 60
분(최대 몇 시간)의 적당하거나 활발한 정도의
육체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대체적으로 적당한 강도의 육체적 활동이 모두
합해 하루 최소 30분이 필요합니다.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은 부모와 아이들이 하루
필요 권장 육체 활동량을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이는 재미있고 정다울 뿐 아니라
쉽습니다.

웨스트 라이드
공립 학교 및
타운 센터
교통 이용 안내서

활기찬
학교
가기

멈추고 보고 듣고 생각하기
안전한 도로 횡단 방법
도로의 커브나 갓길에 이르기 한걸음 이전에
멈춰서세요. 사방에 접근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세요. 사방에 접근하는 차량이 없는 지 귀를
기울이세요. 길에 차량이 없거나 모두 멈춰 섰을
때, 길을 건너기에 안전한지 생각해보세요.
도로를 건널 때는, 앞으로 곧장 똑바로
걸어가세요. 건너면서 차가 오는지, 또 차 소리가
들리는지 계속 살피세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웨스트 라이드 공립 학교
6 Endeavour St
West Ryde NSW 2114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오픈
전화: 02 9874 2515
팩스: 02 9804 7731
이메일: westryde-p.school@det.nsw.edu.au
작성: 2010년 5월

라이드 시와 NSCCAHS의 공동 사업

웨스트 라이드
마켓플레이스

웨스트 라이드 공립 학교

노던 시드니
센트럴 코스트
지역 보건 서비스

& 웨스트 라이드 타운 센터 교통 이용 안내서

웨스트
라이드
공립
학교

범례
보행자 입구
표지 설치 자전거 도로
표지 없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산책로
추천 도보길
현 지점으로부터 학교까지의
대략적인 도보 시간
주차장
교통 신호등
라운드어바웃
횡단 보도
버스 노선
탑 라이더 버스 노선
버스 정류장
기차역
택시 승강장
공중 화장실
공중 전화
ATM
우체국
웨스트 라이드 도서관

맥쿼리 공원, 글레이즈빌, 웨스트 라이드, 이스트우드의
TAG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라이드 시에 연락하세요.

활기찬
학교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