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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지패스 온더고우 (E-ZPASS ON-THE-GO) 태그의 2016년 판매  

기록 발표  

  

2016 년 100,000 개가 넘게 뉴욕주 전 지역에서 판매되어 연간 매출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스루웨이 이지패스 (Thruway E-ZPass) 태그  

운전자에게 논스톱 이동 및 할인된 통행료를 제공하는 스루웨이 이지패스  

(Thruway E-ZPass)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6년 뉴욕주 전 지역의 소매점에서 107,625 개의 

스루웨이 이지패스 온더고우 (Thruway E-ZPass On-The-Go) 태그가 판매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5년에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후 2016 년 판매가 이전 기록들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온더고우 (On-The-Go)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소매점에서 

태그를 구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바쁜 이동자들이 스루웨이 이지패스 

(Thruway E-ZPass)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지패스 (E-ZPass)는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며 통행료 할인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온더고우 (On-the-Go)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쉽게 가입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지패스 (E-ZPass)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객들은 지정된 장소에 들러 미리 준비된 태그 패키지를 25 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를 사용하여 온더고우 (On-The-Go) 태그를 등록할 경우, 25 

달러가 고객의 계정에 적립되며, 태그는 24 시간 안에 활성화됩니다. 이지패스 온더고우 

(E-ZPass On-The-Go)는 우편으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 태그를 수령할 필요 없이 

고객이 즉시 태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뉴욕주의 이지패스 (E-ZPass) 고객들은 스루웨이를 이동할 때마다 현금 통행료에 비해 5 

퍼센트를 더 절약하며 이동, 차량 또는 거주지에 따라 추가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15 년에는 86,500 개의 온더고우 (On-The-Go) 태그가 

판매되었습니다. 

  

http://www.thruway.ny.gov/ezpass/otg/index.html
http://www.thruway.ny.gov/ezpass/discou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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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식료품점들과 지자체 건물들이 포함된 다수의 편리한 장소에서 이지패스 

온더고우 (E-ZPass On-The-Go) 태그를 제공함으로써 저희는 운전자들이 매우 간단히 

이지패스 (E-ZPass)에 가입하여 스루웨이 상에서 통행료 할인 혜택 및 논스톱 이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한 접근성이 이유가 되어 스루웨이 운전자 

중 3분의 2 이상이 이지패스 (E-ZPass) 고객이 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지패스 온더고우 (E-ZPass On-The-Go) 소매 프로그램은 2005 년 몇 곳 되지않는 

스루웨이 서비스 구역 (Thruway Service Areas)에서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현재는 

뉴욕주 전 지역에 걸쳐 750 곳이 넘는 장소에서 이지패스 (E-ZPass)를 판매하는 185 개 

이상의 개별 소매 업체가 포함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2011 년 이후 소매점의 이지패스 

(E-ZPass) 태그 판매가 75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다수의 소매점 중 한 곳에서 이지패스 (E-ZPass)를 구매하는 것이 이제는 고객이 

이지패스 (E-ZPass) 계정을 개설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루웨이 관리청 (Thruway Authority)은 오늘날 16 곳의 다른 주에서 운전자를 위한 

통행료 지불 절차를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합 전자 통행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1993년에 이지패스 (E-ZPass)를 설립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가까운 소매점에서 이지패스 (E-ZPass) 태그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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