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링턴 케이블카
자주 묻는 질문
전화: +64 4 472 2199 I 팩스: +64 4 472 2200
www.wellingtoncablecar.co.nz

질문이 있으면 저희 케이블카를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 문의 양식을 이용해 문의하거나,
+64 4 472 2199로 전화하거나, info@wellingtoncablecar.co.nz로 이메일을 주세요.
웰링턴 케이블카로 가는 교통편은? 도보로 갈 수 있나?
크루즈 선박 승객: 크루즈 터미널에서 시내까지 정기 셔틀 서비스가 운행됩니다(유료). 케이블카는 Brandon Street
셔틀 정류장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는 크루즈 터미널에서 걸어 올 수 있으며 약 25분 소요됩니다. 처음 10분은 번화한 도로와 항만시설 사이에 있는
보도를 걷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부둣가를 따라 Queens Wharf까지 걷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회전하여 Customhouse Quay를 건너 Grey Street를 따라 오세요. 저희 케이블카는 Grey Street가 끝나는 곳에서
가까운 Lambton Quay 도로에 있습니다.
또는 시내 곳곳에서 안내를 해 주는 노란 재킷 복장을 한 웰링턴 홍보대사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웰링턴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케이블카를 탈 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나?
유람선이 항만에 정박 중일 때는 오전 9시 30분에서 정오까지 특히 붑빕니다. 하지만 대기 줄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
듭니다. 두 대의 케이블카가 운행 중이고 한 대에 최고 70명까지 탑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린 때는 7분 마다 한 대씩 운행하기 때문에 대기 줄이 빨리 줄어듭니다. 터미널에 케이블카 두 대 분의 인원, Cable
Car Lane에 한 대 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대기 시간은 매표소에서는 최장 15분, Lambton Quay에 있는 Cable
Car Lane 끝에서는 최장 20-30 분입니다.

케이블카 탑승 시 Snapper 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
저희는 웰링턴 케이블카의 요금 계산 방식을 간소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케이블카의 주행 방향과 상관 없이 동일한
할인 요율을 적용합니다. 여행이 Lambton Quay 터미널에서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 Snapper+ 카드로 요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요금을 Snapper 카드로 지불하면 현금이나 EFTPOS로 지불하는 것보다 10% 이상 저렴합니
다.

케이블카 탑승에 1일 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나?
케이블카는 독립 운영 교통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노 우대 할인 제도를 실시하나?
경노 우대 제도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뉴질랜드 정부에서 발급하는 SuperGold 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우대
요율을 적용하며, 이들에게 제공한 혜택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그 외 타국의 어떤 기관과도 할인
요금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희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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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 Lambton Quay로 돌아오는 방법은?
케이블카 지도에 나와 있는 분홍색 길을 따라 식물원을 거쳐 쉽게 걸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포후투카와꽃 타일이
깔려 있는 내리막 길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길은 식물원의 주요 하이라이트를 거치며 국회의사당 근처의 Bowen
Street에서 끝납니다.

케이블카에서 바로 질란디아(Zealandia)로 갈 수 있나?
케이블카에서 질란디아까지 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무료 셔틀이 케이블카 박물관 앞에서 정기적으로 출발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희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