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TRANSIT 정보 공청회 고지
SCDRTAP 의 1984 c.578 P.L 5 항에 의거하여, NJ TRANSIT 은 고령자 및 장애인 주민 교통지원
프로그램(SCDRTAP) 법률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본 정보 공청회는 뉴저지의 남부, 중부, 북부
지역별로 나뉘어 총 3 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주민 교통지원 프로그램은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지역적으로 조정한 지역사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 운영 및/또는 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NJ TRANSIT 의 고정
운행경로 버스 및 철도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향상, 카운티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및 주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도 지원합니다.
본 공청회에서 검토할 예정인 모든 자료는 요청 시에 조회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 기능도 제공됩니다. 언어 지원을 요청하실 분은 공청회 날짜 전 업무일 기준 10 일 전까지 973-275-5555 로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본 온라인 공청회 중 어느 회기에서든 발언하시려면
2022 년 10 월 24 일 월요일까지 Cecily Derrick 에게 cderrick@njtransit.com 으로 연락하거나 973-4917772 로 전화하여 연락처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은 아래의 11 월 3 일 공청회에 초청되어 고령자 및 장애인 주민 교통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모든 대중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의견은
3 분으로 제한됩니다. 기록에 대한 서면 의견은 Public Hearing Comments 2022, NJ TRANSIT, Local
Programs & Community Transportation, One Penn Plaza East, 4th Floor, Newark, New Jersey 071052246, 또는 이메일 publichearings@njtransit.com 으로 2022 년 10 월 26 일 수요일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주민 교통지원 프로그램 정보 공청회

날짜: 2022 년 11 월 3 일 목요일
1 차 회기:
2 차 회기:
3 차 회기:

오후 5:00 pm – 남부 지역
오후 6:00 pm – 중부 지역
오후 7:00 pm – 북부 지역

컴퓨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참여 - 회의에 참여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 862-294-4371 (수신자

부담) 미국 뉴어크

전화 회의 ID: 787 448 380#
지역 전화번호 찾기 | PIN 다시 설정

이메일에 접속할 수 있는 분은 2022 년 10 월 24 일 월요일까지 Cecily Derrick 에게 cderrick@njtransit.com 으로
연락하시면 원격 화상 회의를 통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PC, 노트북,
아이패드, 태블릿, 또는 이메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 없는 분은 일반 전화를 통해 상기 전화번호 및 전화 회의
ID 접속 코드를 이용하여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연례 고지를 통하여, NJ TRANSIT 이 관리하는 다음과 같은 연방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주
관리계획(SMP)을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FTA 5310 항 노인 및 장애인 프로그램의 개선된 이동성 프로그램
FTA 5311 항 시골지역을 위한 비도시화지역 계획 프로그램

상기 내용은 S-Rides 웹사이트 https://s-rides.njtransit.com 에서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Documents(문서) 링크 클릭]. 주 관리계획에 대한 사본은 전화 973-491-7772 또는 NJ TRANSIT,
Local Programs & Minibus Support Department, 4th floor, One Penn Plaza East, Newark, NJ 07105-2246 으로
서신으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은 위의 주소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SRIDES@njtransit.com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본 공청회에서는 Access Link 보조 대중교통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ccess Link 에서는
별도로 고객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만일 Access Link 의 공청회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메일
adaservices@njtransit.com 으로 보내거나 973-491-4224, 고객 서비스 부서 #5 번 선택 또는 TT 1- 800-9556765 로 전화하기 바랍니다.
제 6 조(Title VI) 수혜자를 위한 안내: 뉴저지 트랜짓(NJ TRANSIT)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 시에 1964 년 개정된 민권법 제 6 조(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에 따라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제 6 조(Title VI)에 따른 뉴저지 트랜짓(NJ TRANSIT)의 의무 사항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뉴저지
트랜짓(NJ TRANSIT) 고객서비스 973-275-5555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불만신고 또는 요청사항을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NJ TRANSIT Customer Service - Title VI, One Penn Plaza East, Newark, NJ 07105 불만신고는 반드시 차별 행위
발생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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