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에 앞서 www.nzta.govt.nz/p2c나 전화
0800 4 HIGHWAYS(0800 44 44 49)를 이용해
도로 통행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한국어

픽턴 - 크라이스트처치 구간
여행하기

픽턴과 크라이스트처치 사이를 오가는 주요
루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번 국도(SH1)
2016년 11월, 카이코우라에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8개월의 복구 공사를 거쳐
2018년 4월, 1번 국도의 통행이 완전히
재개되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공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비포장 노면과
차선 차단, 감속 운행, 진행 통제(Stop/Go)가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1번 국도를 따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지진 피해가 가장
심했던 카이코우라 바로 남쪽과 북쪽에 집중될
것입니다.
만일 카이코우라 남쪽이나 북쪽의 1번 국도가
갑자기 막히더라도 ‘우회 루트’(아래 참조)를
이용하면 컬버든 바로 북쪽에서 내륙 도로(70번
국도)로 진입해 카이코우라로 갈 수 있습니다
(지도 참조). 이 루트는 해안 루트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1번 국도 이용 시 픽턴 - 크라이스트처치 구간
예상 소요시간: 최소 5시간 30분
우회 루트(63번 - 6번 - 65번 - 7번 국도를
이용해 루이스 패스 경유)
이 산악 루트는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지만
좁고 구불구불해 제한속도가 낮게 설정된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루이스 패스가
일시적으로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도로 사정을
확인하십시오.

우회 루트 이용 시 픽턴 - 크라이스트처치 구간
예상 소요시간: 최소 6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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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교통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
www.nzta.govt.nz/p2c에서나 전화
0800 4 HIGHWAYS(0800 44 44 49)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출발 두 시간 전과 이동 도중에 도로
사정을 확인하십시오.
짧은 시간에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상
악화나 기타 돌발 상황으로 두 루트의 도로
사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GPS나 구글 맵에 의존해 도로 통제 상황이나
정확한 이동시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안전 운전
조급증을 버리고 배려심을 가지며, 모든 교통
표지판과 도로 작업자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좌측 주행을 하고, 많은 차량이 뒤따르면 안전한
길가에 정차해 진로를 양보하십시오.
자주 휴식을 취하고 차에 물과 음식, 기타
필수품을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십시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 규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
다음 웹사이트에서 Driving in New Zealand
책자를 읽어보십시오.
www.nzta.govt.nz/resources/driving-in-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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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LING BETWEEN
PICTON AND CHRISTCHURCH

MOTUEKA

Check www.nzta.govt.nz/p2c
or call 0800 4 HIGHWAYS
(0800 44 44 49) before you travel
to check roads are open and get
estimated trave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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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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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main routes available for travel
between Picton and Christ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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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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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www.nzta.govt.nz/p2c or
call 0800 4 HIGHWAYS (0800 44 44 49)
before you travel to check roads are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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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POI

METHVEN

STATE HIGHWAY 1 (SH1)

OTHER MAIN HIGHWAYS

PORTERS
PASS

1

CHRISTCHURCH

STATE HIGHWAY 1
A 7.8 magnitude earthquake hit Kaikōura in
November 2016. After 18 months of recovery
work, State Highway 1 (SH1) re-opened 24/7 in
April 2018. Construction is ongoing throughout
2018 and 2019 so expect unsealed surfaces, lane
closures, reduced speeds and stop/go controls in
some areas. Expect roadworks along the entire
route but they are more likely to be concentrated
just north and south of Kaikōura - the most
earthquake damaged area.
If SH1 is unexpectedly closed from either the
north or the south, you can still access Kaikōura
from the ‘alternate route’ (see below) by joining
the Inland Road (Route 70) just north of
Culverden (see map). This route takes a little
longer than the coastal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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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LING BETWEEN
PICTON AND
CHRISTCHURCH

AMENITIES
Information
site

Restrooms

Parking

State hig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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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l

Food

The NZ Transport Agency has endeavoured to ensure this
content is accurate. However, details may change over time.

Estimated journey time on SH1 between Picton
and Christchurch: Minimum 5½ hours
ALTERNATE ROUTE (STATE HIGHWAYS
63, 6,65,7 VIA LEWIS PASS)
Although very picturesque, this alpine route has
some narrow and winding sections with reduced
speed limits. Over winter the Lewis Pass may be
temporarily closed or have some restrictions.
Check for updates before you travel.
Estimated journey time between Picton
and Christchurch via the alternate route:
Minimum 6½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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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www.nzta.govt.nz/p2c
or call 0800 4 HIGHWAYS
(0800 44 44 49) before you
travel to check roads are open
and get estimated trave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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