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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 상습적인 통행료 납부 위반자를 엄중 단속하는 새로운 자동차부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규정 발표 

 

통행료 납부 위반에 대한 집행 조치를 강화하며 통행료 납부 위반자의 차량 등록을 일시 

정지시킬 예정인 자동차부 (DMV) 

 

MTA.info/E-ZPass 에서 또는 1-800-333-TOLL 전화 신청으로 통행료 자동 

징수시스템으로의 뉴욕주 통행료 징수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E-ZPass에 가입하도록 

권고받는 뉴욕 주민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상습적인 통행료 납부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뉴욕주 자동차부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가 5년 내에 3번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상업용 차량으로 5년 내에 

통행료를 200 달러 이상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의 등록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행료 납부 위반자들은 법을 우롱하면서 규칙을 

지키는 근면한 뉴욕 주민들의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혼잡을 

줄이면서 뉴욕주의 교통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통행료 자동 징수시스템 계획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자들이 공평하게 통행료를 내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게 됩니다.” 

 

통행료 자동 징수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개방 도로에 관한 이 새로운 규정은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청 (New York State Thruway Authority),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뉴욕주 교량청 (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 등을 포함한 

모든 뉴욕주 통행료 징수 기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습적인 통행료 납부 위반자는 

고소 취하, 차량 등록 일시 정지 예방 또는 등록 복구를 위해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행료 납부 위반자가 18개월 안에 5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는 자동차부 (DMV) 규정으로만 차량 등록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5년간의 과거 기록을 가지고 상업용 차량의 경우, 

3건의 통행료 납부 위반 또는 200 달러 이상의 통행료 납부 위반 시 등록 정지를 

http://mta.info/E-ZPass


 

 

허용함으로써 자동차부 (DMV)가 통행료 납부 위반자들을 추적하는 능력을 더욱 

확대시킵니다. 

 

통행료 징수기관은 위반자에게 각 통행료 위반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발생 금액, 납부 

방법, 위반 관련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통행료 납부 위반자가 통행료, 

수수료 또는 기타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러한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 수수료 또는 

벌과금 등 각종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있다면 통행료 징수기관이 DMV에 신고할 

것입니다. 

 

등록 정지 전에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부 (DMV) 행정법 판사가 주재하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청문회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통지문에 명시된 대로 

중단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통행료 징수기관이 DMV에게 운전자가 미납 통행료, 

수수료 및 기타 벌과금을 완납했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이 등록 중단 조치를 효력을 

유지합니다. 

 

2016년 12월, 주지사는 2017년 말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교량 및 터널에서 통행료를 

현금으로 낼 필요가 없는 개방 도로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또한 모든 차량의 차량 번호판을 

읽어서 차량 등록이 일시 정지된 경우, 몇 초 내에 뉴욕 주립 경찰관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 교량 및 터널 직원들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각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 시설에 설치된 최첨단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안을 강화하며 테러 

진압 노력을 강화하고 통행료 납부 위반자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이 소유한 교량 및 터널을 포함하여 모든 주요 횡단시설에는 

150 명의 뉴욕 주립 경찰관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달 초, 21세기를 위한 뉴욕주 횡단시설 재설계에 관한 주지사 교통 계획의 일환으로 휴 

엘 캐리 터널 (Hugh L. Carey Tunnel) 및 퀸즈 미드타운 터널 (Queens Midtown 

Tunnel)에서 고속 통행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개시되었습니다. 개방 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모든 교량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Rockaway Bridges – 2017년 봄 

 

 RFK Bridge – 2017년 여름 

 

 Verrazano-Narrows Bridge – 2017년 여름 

 

 Throgs Neck Bridge – 2017년 가을 

 

 Bronx-Whitestone Bridge – 2017년 가을 

 
 

스루웨이 사용자들은 참여가 계획된 지역에 들러 미리 준비된 E-ZPass On-The-Go 태그 

패키지를 25 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객들이 On-The-Go 태그를 등록할 경우,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open-road-tolling-be-completed-all-mta-bridges-and-tunnels-2017
http://www.thruway.ny.gov/ezpass/otg/index.html


 

 

25 달러가 고객의 계정에 적립되며, 태그는 24 시간 안에 활성화됩니다. E-ZPass 

고객들은 스루웨이를 이동할 때마다 현금 통행료에 비해 5 퍼센트를 더 절약하고 여행, 

차량 또는 거주지에 따라 추가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E-ZPass 

On-The-Go 소매 판매점이 되기 위해 신청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료 징수시스템 및 E-ZPass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MTA.info/cashless를 방문하거나, 1-800-333-TOLL (8655)로 전화하세요. 

 

George P. Beach II 뉴욕주립 경찰청 (State Police)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다 

엄격해진 이 규정들은 시스템을 악용하며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통 안전은 뉴욕주립 경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루웨이를 안전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차량 및 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공평한 요금 납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Terri Egan 자동차부 (DMV)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Cuomo 주지사님의 공약은 우리 경제와 우리가 이동하는 도로에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개방 도로 통행료 징수 시스템은 우리가 뉴욕주를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방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공공평하게 통행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이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주지사님의 지원으로, 

자동차부 (DMV)는 이제 통행료 납부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Bill Finch 스루웨이 관리청 (Thruway Authority) 행정 책임관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용자 수수료로써, 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공평한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스루웨이의 유지 보수 및 기능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약을 다시 한번 

보여 주셨습니다. 이 강화된 규정은 스루웨이 이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로를 제공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omas F. Prendergast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이 필요없는 통행료 

징수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MTA) 교량 및 터널 시설의 경우, 

모든 사용자가 공평한 통행료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 

및 집행 조치는 상습적으로 통행료 납부를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만성적인 

통행료 납부 위반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Pat Foye 항만청 (Port Authority) 행정 챙임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다 엄격해진 이 

새로운 규정은 법률을 준수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것이 통행료 납부 위반자로 계속 

지내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공평하게 납부하는 것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대신 감당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http://www.thruway.ny.gov/ezpass/discount.html
https://www.e-zpassny.com/en/onthego/general_info_retailer.shtml
http://mta.info/cashless


 

 

자동차부 (DMV)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dmv.ny.gov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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