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TRANSIT

공청회 알림

119번
버스 노선

(베이온-저지시티-뉴욕),

772번 버스 노선(뉴밀퍼드-해컨색-메도랜즈) 및 뉴욕과 아메리칸 드림 사이 신규 프리미엄 요금 급행 서비스 확대 제안
New Jersey Transit Corporation(NJ TRANSIT)은 베이온, 저지시티, 뉴욕을 오가는 119번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선은
주중과 토요일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큰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NJ TRANSIT에서는 새롭게 일요일 운행도 시작하려
합니다.

일요일 운행 일정은 토요일과 동일하며, 배차 간격은 심야/새벽에는 2시간, 그 외에는 1시간입니다. NJ TRANSIT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일요일 신규 운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NJ TRANSIT은 공청회를 열어 119번 버스 노선의 일요일 신규 운행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운영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New Jersey Transit Corporation(NJ TRANSIT)은 뉴밀퍼드, 해컨색, 메도랜즈를 오가는 772번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선은 주중 약 오전 5:45분~오후 7:40분 사이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가을 이스트러더퍼드에
아메리칸 드림 복합단지가 개장함에 따라 근무자와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772번 버스 노선을 아메리칸 드림까지 확대 운영하고
노선의 운행 일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NJ TRANSIT은 주중 일정을 확대하여 밤시간(약 오후 10:20분까지)에도

운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30분까지 3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NJ TRANSIT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범적으로 주중 확대 운행과 토요일 및 일요일 신규 운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NJ TRANSIT은 공청회를 열어 772번
버스 노선의 새로운 주중 및 주말 운행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대된 운행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운영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NJ TRANSIT은 매일 뉴욕시의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PABT)과 이스트러더포드의 아메리칸 드림 복합단지를 오가는 새로운 특급 버스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355번 버스 노선, 아메리칸 드림-뉴욕).
프리미엄 버스 요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버스 요금이 시범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NJ TRANSIT에서는 이 배차 시간이 짧은 급행 버스 서비스에는

NJ TRANSIT이 2019년 10월 25일부터 새로운 급행 버스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또한 프리미엄

이후 NJ TRANSIT은 공청회를 열어 새로운 프리미엄 버스 요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요금을 영구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공청회는 2019년 10월 3일과 2019년 10월 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공식적인 의견을 작성하려면 NJ TRANSIT의

전용 웹사이트 페이지(www.njtransit.com/publichearings/bus)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공청회 사무실에 우편(9th Floor, NJ TRANSIT, One
Penn Plaza East, Newark, New Jersey 07105-2246) 또는 이메일(2019busservice@njtransit.com)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견은 2019년 10월 3일 자정 전까지 수령되어야 합니다. 본 제안과 관련하여 공청회에서, 그리고 의견 작성 과정을 통해 표명되는 대중의
의견은 본 사안의 최종 결정 전에 NJ TRANSIT 이사회에 전달됩니다.
수화통역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2019년 9월 18일까지 공청회 사무실(9th Floor, NJ TRANSIT, One Penn Plaza East, Newark, NJ 071052246, 973-491-4420)로 문의해야 합니다.

언어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 2019년 9월 18일까지 고객 서비스팀(973-275-5555 또는 TTY-1-

800-772-2287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공청회 진행 일정:
날짜:

2019년 10월 3일

시간:

오후 5시~오후 7시

장소:

및

버건 카운티 자유보유권자 사무실

날짜:

2019년 10월 7일

시간:

오후 5시~오후 7시
장소: 저널 스퀘어 운송 센터

(Bergen County Freeholders Office)
공청회실 – 5층

(Journal Square Transportation Center)
원 패스 플라자(One PATH Plaza) (중앙 홀 층)

원 버건 카운티 플라자

저지시티, 뉴저지

(One Bergen County Plaza)
해컨색, 뉴저지
(Title VI) 제 6 조 수혜자를 위한 통지 뉴저지 트랜짓(NJ TRANSIT)은 1964 년 개정된 민법 제 6 조에(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따라 인종, 피부색,
국적을 불문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누구든지 인종, 피부색, 국적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뉴저지 트랜짓 (NJ TRANSIT)의
제 6 조 (Title VI) 의무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뉴저지 트랜짓 (NJ TRANSIT) 고객서비스 973-275-5555 로 전화 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불만신고 또는 요청사항을 우편으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NJ TRANSIT Customer Service – Title VI, One Penn Plaza East, Newark, NJ 07105 불만신고는 차별
행위 발생일로부터 필히 180 일 이내에 제출 되어야 정상 처리 가능합니다.

NJ TRANSIT Information
973-275-5555
Text Telephone (TT)
800-772-2287
www.njtrans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