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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택시 계획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 나 자신 자립이 가능하다
• 
• 날씨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 
• 
• 일주일 두 번의 장보기 교통편 무료

 • 병원, 치과 및 시력 진료 서비스를 위한 할인 택시

독립 교통 계획 서비스는 뉴욕 주 교통 부서 및 연방교통청을 
통한 뉴욕 대도시 교통 위원회(NYMTC)로부터의 일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동성 관리 
서비스

전화  (516) 869-6311
• 마을의 교통 수단 옵션

• 사용 가능한 운송 수단과의 연계

• 열차/버스 시간표

• 시행경로

• 나의 사회 단체에 이동성에 관하여 발표 

PI 교통 서비스에 대한 나의 
이웃의 생각

택시 서비스 프로그램을 
고안해 낸 노스 헴스테드 
마을에 감사드려요. 
스마트하고, 인정이 있는 
것으로… 

 

– 그레이트 넥의 JS

택시 서비스에 
감사드려요. 아주 
좋구요. 계속 진행하여 
주셔요.

 
 

– 뉴 하이드 파크의 LL

노스 헴스테드 마을

제니퍼 디세나 마을 감독관,
마을 이사회, 노인 서비스 

부서의 제공:

대상 마을 주민
• 60세 이상
• 21세 이상의 장애인

교통 프로그램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긴 경우

야간운전의 어려움
주차장 문제의 회피

Project Independence Taxi Service는 인종, 피부색, 출신, 종교,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상태, 나이 또는 장애의 구분 없이 및 해당의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Project Independence Taxi Service를 

사용 중, 불법적인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불만 

사항을 아래 주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The Department of 

Services for the Aging, Attention: EEO and ADA Officer, 1601 

Marcus Avenue, New Hyde Park, New York 11040. 

노스 헴스테드 마을

독립
계획



제니퍼 디세나
마을 감독관

의 말씀

마을 감독관
제니퍼 데세나

 

의료 교통 서비스에 관한 질답 

서비스 이용 시간
• 주중이며, 주요 공휴일 제외
• 적어도 하루 전에 오후 5시 전까지 예약요.
• 택시가 덜 붐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예상됩니다.

(오전 10시까지 및 오후 4시 이후) 

 
서비스 제공 지역

• North Hempstead 마을의 의료 서비스 센터
• 마을 이외 대상 지역: LIJ 캠퍼스, NUMC,

MSK Nassau, St. Francis De Matteis Center와
가든 시티내 지역

택시내 휠체어 또는 보행 보조기 지원 서비스
• 차에 올라탈 수 있으시면, 장치가 쉽게 접혀서

트렁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

 

운전자가 차내 탑승을 돕지 않게 됩니다

도우미 동행. 무료 승차.

이용 예약
• 월-금, 오전 7시 30 - 오후 4시 45분. 적어도 하루

전에 (516) 869-6311로 전화하여 예약하여 주십시오.
• 콜 센터는 주요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요금 *
• 20달러 미만의 요금일 경우 편도 5달러, 20달러

이상의 요금일 경우 편도 10달러
•

 

팁을 권장드리며, 저희가 가장 감사드리는 부분이
됩니다.

다시 돌아올 경우
• 택시 회사 전화번호를 받으시게 되고 돌아오는

택시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후 택시를 불러 "프로젝트 인디펜던스"와

같은 할인 요금으로 요금을 지불한다고
말합니다.

장보기 질답

서비스 이용 시간
• 무료로 일주일에 2번으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적어도 전날 오후 5시 이전까지 예약하여 주십시요.

택시내 휠체어 또는 보행 보조기 지원 서비스
• 차에 올라탈 수 있으시면,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가

쉽게 접혀서 트렁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도우미 동행.   무료 승차.

이용 예약
• 월-금, 오전 7시 30 - 오후 4시 45분. 적어도 하루

전에 (516) 869-6311로 전화하여 예약하여 주십시오.
• 콜 센터는 주요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경우
• 이제 예약할 때 돌아오시는 서비스를 함께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하지 않으신 경우, 택시를 불러 "프로젝트
• 인디펜던스"라고 말하시면 무료로 또제공됩니다.

식료품 봉지 수의 제한
• 1인당 3봉지입니다.
•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팁
• 팁을 권장드리며, 저희가 가장 감사드리는 부분이 됩니다.

• 택시가 덜 붐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 적어도 하루 전에 전화하여 주십시요
• 다음 날의 이용을 위해, 오후 5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전화하십시오.
 

• 돌아오실 때 택시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마을 콜
센터(516) 869-6311로 전화하여 서비스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세부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 여러분께,

North Hempstead 마을은 귀하의 지역 면허 택

시 회사와 협력하여 장보기 무료 교통 운행과 

병원 방문시 할인 교통 운행을 운영하여 드리

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본 교통 서비

스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21세 이상의 장애 

거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주민들을 위한 훌륭한 서비스가 
됩니다! 장보기를 위한 무료 택시 서비스를 
비롯해, 의사, 치과의사 또는 진료소까지 택시 
이용의 경우, 20달러 미만의 요금의 경우 편도 
5달러이며, 20달러 이상의 요금일시 편도 
10달러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팁(권장하여 드
리고, 이에 감사드립니다!)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 안내 책자는 마을의 교통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예약을
원하시면 (516) 869-6311로 전화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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