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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프로그램 소개 
(Korean) 

1. Fair Fares NYC란 무엇입니까? 
Bill de Blasio 시장, Corey Johnson 시의회 대변인, 시의회 의원에 의해 창설된 Fair Fares 
NYC는 뉴욕 저소득층 시민들이교통비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뉴욕시 프로그램입니다. 
뉴욕 시민 중 해당 대상자는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를 통해 일반 교통비의 절반 가격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2. 프로그램 절차 
Fair Fares NYC를 통해 지하철 및 적정한 버스 요금을 5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ir Fares NYC 프로그램 대상자는 시에서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FFM)를 지급합니다. 
FFM은 요금이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FFM을 받으면 시간이나 돈을 충전하셔야 합니다.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에 시간을 충전하는 경우, 현재 주간 또는 월간 무제한 요금의 
절반 가격으로 충전됩니다. 
 
돈을 충전하는 경우,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면 개찰구에서 현재 운임의 절반이 차감됩니다. 
FFM에 40달러를 충전하면 카드에는 40달러로 표시되며, 카드를 접촉할 때마다 현재 1회 
운임의 절반만이 차감됩니다. 
 
MTA 메트로카드 자판기나 지하철역 창구에서 현금, 체크/신용카드, EBT 카드를 사용해 
FFM에 시간이나 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MTA 자동판매기는 뉴욕시 전역의 지하철역에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3. 참여자격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Fair Fares NYC 프로그램은 일정 단계를 거쳐 해당 뉴욕 시민에게 적용 중입니다. 이번에는 
뉴욕시 사회보장국의 기존 SNAP 및/또는 현금 보조 수혜자 중 일부를 선발하였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CUNY 학생, 재향군인 학생, NYCHA 거주자 중 자격 조건이 맞는 일부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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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도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현 단계에서 뉴욕시는 유자격 뉴욕 시민들에게 직접 연락할 것입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유자격 뉴욕 시민들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제 자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된다면 Fair Fares NYC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뉴욕시 인적자원국의 케이스 
주신청자(head of your HRA case)인 경우, ACCESS HRA nyc.gov/AccessHRA에 접속해 
적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격 기준 대상자는Access HRA 홈페이지 상단에 
노란색 배너가 표시됩니다. Fair Fares NYC ACCESS HRA  페이지에서 각 가구원의 적격 
기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저는 현재 MTA의 장애 또는 노약자 할인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Fair Fares NYC 자격이 됩니까? 
아니요. MTA 할인 요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 자격이 있으면, Fair Fares NYC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eb.mta.info/nyct/fare/rfindex.ht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 제 이민 신분이 제 프로그램 참여 능력에 영향을 줍니까? 
Fair Fares NYC는 귀하의 신분에 관해 질문하거나 이민 신분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8. 적격 기준 대상자 현황에 대한 변경사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CCESS HRA 계정에서 모든 가구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한 이유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311번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 등록 및 수취 
 

9. 적격 기준 대상자의 경우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를 어떻게 받나요? 
ACCESS HRA(www.nyc.gov/fairfares)에 접속해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각 적격 
기준 대상자마다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 확인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대리 등록은 불가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우편으로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가 
송달됩니다.  
 

10. ACCESS HRA 계정이 없는 사람도 Fair Fares NYC에 등록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받으신 안내문에 ACCESS HRA 계정을 만드는 법이 나와있습니다. 
 

11. 등록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ACCESS HRA와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이메일 
(AccessHRAhelpdesk@hra.nyc.gov)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문제는  
331번으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yc.gov/accesshra
http://web.mta.info/nyct/fare/rfindex.htm
http://www.nyc.gov/fairf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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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air Fares NYC에 등록했는데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는 프로그램 등록 후 2~3주 내로 도착합니다. 프로그램 등록 후 
3주가 넘었는데도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31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13.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CCESS HRA 계정에 로그인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14. Fair Fares NYC에 갔는데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311번에 전화하십시오. 
 

15.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를 받고 싶은데 컴퓨터 사용이 익숙치 않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될까요? 
Fair Fares NYC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311번으로 전화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 사용시 안내사항 
 

16. 내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카드는 개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카드를 대여하거나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17.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로 모든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가능한가요?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는 뉴욕시 지하철 및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TA 
고속버스, 롱 아일랜드 철도 또는 Metro-North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에 정기권과 일정 운임 금액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에 정기권과 일정 금액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임 수납대 및 지하철 개찰구에 카드 접촉 시 무제한 승차권 차감이 
우선입니다. 7일 또는 30일 무제한 탑승 기간이 만료된 경우, 버스 운임 수납대 및 지하철 
개찰구에 카드 접촉 시 절반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운임을 잔액에서 차감합니다.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 사용시 안내사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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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가 부정 사용으로 비활성화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정 사용으로 카드가 비활성화된 이용자는 Fair Fares NYC 프로그램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 가 오용되거나 사기 행위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최초로 
적발되면, 해당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카드 소지자는 60일 동안 Fair Fares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상실됩니다.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 가 오용되거나 사기 행위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두번째로 적발되면, 해당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카드 소지자는 Fair 
Fares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영구적으로 상실됩니다.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은 각 개인이 지며, 자격을 유지하려면 카드 분실 및 도난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 

 
20.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는 311번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 정보는 MTA 산하의 뉴욕시 
교통부(NYCT, NYC Transit)로 전송됩니다. NYCT에서 카드를 취소하게 됩니다.  
 
신규 발급된 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신고 후 2~3주 내로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21. 메트로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어떻게 환불을 요청해야 하나요?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311로 전화하여 보고한 후, 귀하는 뉴욕시가 아닌 MTA의 소속인 
NYCT에 511번으로 전화를 걸어 분실 또는 도난된 카드에 대한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드에 남은 일수에 대한 환불 절차가 시작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EBT 카드로 구입한 30일 무제한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 
만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자격을 얻으려면 30일 무제한 탑승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NYCT에 전화해야 합니다.  
 
NYCT는 분실 또는 도난당한 7일 무제한 또는 개별 운임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는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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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 (계속) 
 
NYCT는 해당 카드 계좌를 검토하고 당사자가 연락한 날짜로부터 환불액을 계산합니다. 
카드에 미사용 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NYCT에서 신용, 체크 또는 EBT 카드 계좌에 남은 일수 
전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경우 NYCT에서 Fair 
Fares NYC 프로그램 등록 주소지로 환불금액에 해당하는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1년 내에 분실되었거나 도난당한 메트로카드 에 대한 신고서를 2건 이상 작성하여 NYCT로 
제출한 적이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청구한 건을 처리할 때에는 환불 시 
5달러의 행정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Fair Fares NYC는 소지자가 카드 분실 및 도난 신고를 위해 NYCT에 연락한 날로부터 2~3주 
내로 신규 발급한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신고된 카드를 NYCT에서 취소할 때까지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2. 분실 또는 도난당한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는 몇 번까지 발급해주시나요? 
분실 또는 도난당한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는 역년으로 연 1회까지만 발급해드립니다. 
 

Fair Fares 메트로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환불 또는 교체가 가능한지 이 표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FAIR FARES NYC- 환불 절차 

FAIR FARES 
메트로카드 현금 신용/체크/EBT 카드 카드 교체 

개별 운임 
NYCT는 
환불금을 

지급하지않음. 
NYCT는 환불금을 
지급하지않음. 

1회만(1년 이내) –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교체 가능.  

‒ 우편상으로 2~3주 내에 교체  

또는  
‒ 모든 Fair Fares NYC 
사무소에서 분실 또는 도난 
신고일로부터 근무일 5일 

7일  
Fair Fares 
메트로카드 

NYCT는 
환불금을 

지급하지않음. 
NYCT는 환불금을 
지급하지않음. 

30일  
Fair Fares 
메트로카드 

NYCT는 
환불금을 

지급하지않음. 

NYCT 잔고 보호 
프로그램(Balance 

Protection Program, 
BPP)이 신용 카드, 체크 
카드 또는 EBT 카드로 
구입한 30일 FFM에 대한 

환불 제공 

 
 
 

 
(페이지 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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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가 손상되었거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23. Fair Fares NYC 메트로카드가 고장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Fair Fares NYC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고장난 카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손상된 카드를 
반납하면 Fair Fares NYC에서 새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NYCT에서는 환불액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실시할 것입니다.  
 
환불 적용 기준에 해당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EBT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 NYCT에서 
신용카드 또는 EBT 카드로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구입하신 경우 
NYCT에서 Fair Fares NYC 프로그램 등록 주소지로 환불금액에 해당하는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전화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