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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1 년 7 월 7 일에 뉴버그 비콘 브릿지(NEWBURGH-BEACON
BRIDGE)에서 통행료의 비현금 징수 방식 발표

이-지패스(E-Zpass)를 감지하는 첨단 센서와 카메라로 즐기는 무정차 통행
뉴욕주 교량청(Bridge Authority), 운전자들이 이-지패스(E-Zpass)로 전환하여 통행료
납부의 비용 절감 효과와 편리함을 활용하도록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2021 년 7 월 7 일 자정부터 뉴버그 비콘 브리지(NewburghBeacon Bridge)에서 통행료 비현금 징수 방식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멈추지 않고 갠트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이-지패스
태그를 읽고 번호판 이미지를 인식합니다. 이-지패스 태그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자동으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이-지패스 태그가 없는 차량은 번호판 사진이 찍히고
차량을 소유한 등록자에게 통행료 청구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현대화된 첨단 교통 시스템은 21 세기의 경제력 강화에 필수적이므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버그 비콘
브리지(Newburgh-Beacon Bridge)에서 통행료 비현금 징수 방식을 이용하여
허드슨강(Hudson River)을 더 안전하게 건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정 이전에 요금소를 비우기 위해 7 월 6 일 밤 오후 11 시 50 분에 다리의 차량 통행이
일시 중단되므로 운전자들은 도로 정체에 대비해야 합니다. 요금소가 정리되면 차량
통행은 새로운 통행 패턴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도록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7 월 7 일에 비현금 징수 방식의 요금소로 전환된 후에 요금소 부스의 해체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들은 현재 요금소의 오른쪽 차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전환 기간에
운전자들은 작업 구역에서 주의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거나 통과해야 합니다. 요금소의
재정비는 8 월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이-지패스로 전환하여 새로운 통행료 납부 방식의 요금 절감 및
편리성과 같은 장점을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태그는 www.e-zpassny.com 에서
주문하거나 주 전역의 매장에서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비현금 징수 방식의 요금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교량청(Bridge Authority)의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nysba.ny.gov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교량청(Bridge Authority)에 대한
소식은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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