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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교통
자립적인 이동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안전하고 저렴한 
자택까지의 교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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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과 소속감, 그리고 기동성을 느껴보세요

원하는 곳에 가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고립감을 느끼십니까?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회 생활을 향상시키길 원하십니까?

Community Transport는 정부 보조를 받는 서비스며 
더 편하게 다니시고 사회적인 연결망을 유지하게 
해드림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하며 보람 있는 삶을 
누리시도록 도와드립니다. 

본 서비스는 귀하가 의료 검진을 받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쇼핑 필요를 충족하고 가정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Community Transport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다양한 서비스가 Community Transport를 통해 
제공되지만 서비스는 운영업체들에 따라 다릅니다. 
이들 서비스가 귀하의 특정한 필요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현지 운영업체에 연락하십시오.

• 귀하의 행선지 왕복 이동을 위한 자택까지의  
교통 서비스

• 귀하의 필요에 맞는 유연한 픽업 시간
• 휠체어 및 특정한 거동지원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차량
• 소규모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승하차 지원이 가능한 훈련된 운전사
• 쇼핑 백을 가정으로 운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
• 모국어 필요를 지원하는 자원 혹은 다중 언어  

직원

누가 Community Transport를 
이용할 수 있나요?

Community Transport는 이동수단 옵션이 제한된 
사람으로서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충족하면 자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 고령이며 거동에 제한이 있음
• 거동에 제한을 주는 장애 혹은 건강 문제가 있음
• 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언어 문제가 있음
• 대중교통이 없거나 거의 없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개인 교통 수단이 없음
•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하여 기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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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주민은 50세 이상)
일 경우, 자격 평가 및 현지 Community Transport 
운영업체 의뢰 요청을 위해 1800 200 422로 My Aged 
Care에 연락하십시오. 이 연령층이 아닌 경우는 해당 
현지 운영업체에 연락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Community Transport에 해당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First Stop Travel Training (교통 기초 
훈련) 프로그램이 유용한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료 서비스에서는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지역사회에서의 
교통 이용을 더 용이하게 하고 더 많은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firststop.transportnsw.info를 방문하십시오.

Community Transport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운영업체 및 지역에 따라 그리고 가능한 자원과 
승객의 필요 및 승하차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 서비스 비용에 대해 현지 Community 
Transport 운영업체에 연락하십시오.

가까운 Community Transport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아래 단계를 따라 현지 운영업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transportnsw.info/operators를 방문

2. Transport Operators 검색 항목에서 해당 
주거지역 (suburb)을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mode’ 및 ‘region’ 필터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 
내의 Community Transport를 검색.  
 
웹사이트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검색 결과가 알파벳 
순서로 나타날 것입니다.

3.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운영업체의 웹사이트를 
클릭하거나 명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http://firststop.transportnsw.info
http://transportnsw.info/opera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