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비영리 교통수단

시내버스

티피카누 시니어 센터

시내버스는 라파엣 지역의 고정 노선을 통해
연간 5백만의 승객분 들을 모시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ADA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
니다. 모든 시내 버스 차량들은 이용이 가능하며,
퍼듀 대학, 아이비 택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
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티피카누 시니어 센터는 지역 운송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노인 분들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 드시 저소득 지침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관련 서 비스는 진료
예약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며, 보 다
자세한 내용이나 지원서가 필요하시면 아래에 번
호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65) 447-2311 x 1
www.tippecanoeseniorcenter.org

•

운행 시간:
운행 시간은 운행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몇
노선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내버스 홈페이지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지역:
라파엣 - 웨스트 라파엣 다운타운 (퍼듀 대학
캠퍼스 포함)

• 요금:
⮚
성인: $1.00
⮚
경로자/장애인 (지침 준수): 50¢
⮚
어린이 (4학년까지): 무료
⮚
청소년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연간
이용권 이용 시 $2
➢
ACCESS (paratransit): $2.00
• 연결노선
⮚
라파엣 도심과 웨스트 라파엣, 그리고
퍼듀대학을 이어주고 있 습니다.
⮚
무료
⮚
월-금: 6:55 am - 8:55 pm
⮚
토: 10:15 am - 2:35 pm
⮚
여름 운행시간: 5월 - 8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세부내용:
⮚
마이 씨티버스 어플. 실시간 위치 안내 등.
어플 스토어에서 다 운로드 해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bus.gocitybus.com.
www.gocitybus.com
⮚
765-742-7433, option 1
➢

Area IV Agency on Aging and
Community Action
Area IV Public Transportation of Tippecanoe County 는
티피카누 카운티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한
사전예약 서비스 및 이용자의 집 앞에서 목적지 문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Door-to-door)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Door-to-door 서비스는 관련
요청이 이용 기준에 준 하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카운티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께 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왕복 탑승의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 모두 외곽 지역 이어야 하며, 편도
이용의 경우, 출발지 혹은 도착지 중 하나는
외곽지역이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기부금
• 공공요금: 카운티 내에서 편도당 $5
•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 월-금: 8:30 am - 4:30 pm
• 이용 시 48시간 전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전화1 (765) 447-7683,
전화2 (800) 743-3333 (청각장애)
www.areaivagency.org

비영리 교통수단

간병인 서비스
티피카누 카운티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특 수 간병이 필요하거나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 택 시 이용자가 아닌 노인 분들의 진료
이동 지원, 장 보기와 심부름 등을 도와드리는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 공제가 가능한 기부가 허용됩니다.
(765) 423-1879
www.caregivercompanion.org

개인 교통 서비스*

Senior Angle Home Solution
Transportation Angels은 진료예약 혹은 미용실을
이 용하고 싶으신 노인 분들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고 령자 분께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765) 463-2100
www.angelsinhome.com

BrightStar Care
BrightStar Care는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가정
간병 도움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 이동 지원 및,
심부름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민간 기관에서
현재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지불방법은 개인 지불, 메디케이드와 참전용사
혜택 등이 있습니 다.
(765) 237-3650
www.brightstar.com/Lafayette

개인 교통 서비스*

간병인 서비스
Comfort Keepers는 자택에서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자택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이 좀 더
오래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사간병인과의 대화와 활동 을 통해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청소나 식사, 요양, 심부름 등에 도움을
드립니다.
(765) 449-9797
www.comfortkeepers.com

Home Instead
Home Instead Senior Care 는 이 지역에서 24년간
운영 해온 회사로서 식사, 청소, 빨래, 요양, 이동 지원
등 다양 한 자택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65) 447-8800
www.homeinstead.com/660

Hoosiers at Home
마트, 사교모임, 진료예약, 약국, 미용실, 쇼핑 등을
가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적지 는 제한이 없으며 특정한 목적지가
없으셔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00) 977-1856
www.hoosiersathome.com

Integrity Care
Integrity Care 는 개인적 필요에 따른 휠체어 지원
및 이 동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지까지
동반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765) 463-7111
www.integritycarewl.com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였습니다.

개인 교통 서비스*

구급차 및 의료 교통

시니어 교통 서비스*

서비스*
Homecare By Design
Homecare By Design 는 허가 받은 비-의료 가정
돌봄 기관이며 진료 이동지원, 식사, 가사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간호사를 보유 한 이 지역사회 소속이며,
티피카누 카운티와 주변 카운티들을 돕고
있습니다.
(765) 464-8080
www.homecarebydesign.com

Necessities Transportation
Necessities
Transportation
는
티피카누
카운티와 주 변 카운티에 있는 진료예약을 위한
이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디애나 메디케이드를 통해 제 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은 메디케이드 담당자
를
연락하셔야 (메디케이드 카드 뒷면에 명기된
전화 번호 리스트 참조)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 다. 메디케이드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은 후, 고객님에 게 확인을 위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765-607-1288

시니어 교통 서비스*
Lafayette Senior Transport and Concierge
(765) 586-1420
www.lafayetteseniortransport.com

택시 서비스*
Chaney’s Magic Cab Ride
765) 742-8400
www.magiccabride.com

Carl’s Taxi Service
(765) 476-6222
www.carlstaxiservice.com

교통수단 가이드

Greyhound
Tippecanoe Emergency
Ambulance Service (T.E.A.S.)
1501 Hartford St.
Lafayette, IN 47904
911 (비상시에만)

Corner of 3rd and Ferry Street
316 N 3rd Street, Lafayette, IN
(800) 231-2222
(800) 345-3109 TDD/TTY
www.greyhound.com

Express Air Coach

비상시가 아닌 경우

Shuttle Service to:

Heartland Ambulance Service
408 W. Airpark Dr. Muncie, IN 47303
(888) 925-7257
www.heartlandambulance.com

Phoenix Paramedic Solutions
Phoenix Paramedic Solutions 1600 Kepner
Drive, Suite E Lafayette, IN 47905
(765) 448-4327
www.phoenixparamedics.com

Spirit EMS
3605 McCarty Lane, Suite A Lafayette, IN
47905
(765) 607-2113
www.spirit-ems.com

S.T.A.R. Ambulance
61 E 150S
Crawfordsville, IN 47933
(800) 801-0881
www.starambulance.net

Necessities Transportation
665 N. 36th Street Lafayette,
IN 47905
(765) 607-1288

시니어 교통 서비스*
Amtrak
James F. Riehle Plaza
200 North Second Street Lafayette, IN
(800) 872-7245
(800) 523-6590 TDD/TTY
www.amtrak.com

• 시카고 오헤어 국제 공항
• 어바나 샴페인
• 오크부르크/우드필드

(765) 743-3120
www.expressaircoach.com

Imperial Travel
서비스:
• 전세 낸 차량
• 리무진
(765) 447-9321
(800) 642-6645
www.imperial-travel.com

Lafayette Limo
셔틀 서비스:
• 인디애나폴리스 공항
• 시카고 오헤어 국제
공항 전세 서비스
(765) 497-3828
www.lafayettelimo.com

Reindeer Shuttle
셔틀 서비스:
• 시카고 오헤어 국제 공항
• 인디애나 공항
• 전세
(765) 637-5124
www.reindeershuttle.com

라파엣, 웨스트 라파엣과 티피카누 카운티의
교통 서비스 가이드
이 가이드의 일부는 FTA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에 서 지원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는 교통 서비스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모든 교통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 다.

2021년 5월
웹사이트:
www.tippecanoe.in.gov/889/Human-Services-Plan

Title VI: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의 Title II
요건에 따라 티피카누 카운티 정부는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장애를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tippecanoe.in.gov/ada

Hoosier Ride
셔틀 서비스:
• 자이온스빌과 인디애나폴리스
• 시카고
(800) 544-2383
www.hoosierride.com

메디케이드로 이용요금을 대체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서비스 제공자를 연락하시기 전에 디케이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