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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이번 주 NYS 고속도로의 재개를 위해 요금소 철거 및 인터체인지 재건 

발표  

  

이는 3억 5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캐시리스 톨 디자인-빌드 프로젝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  

  

52개의 통행 요금소에 있던 이전 톨 부스는 여름이 끝날 때까지 영구히 철거되어 진정한 

오픈 로드 통행료 서비스 제공 예정  

  

운전자는 인터체인지에서 주의 필요 - 작업 구역에서 벌금이 두 배로 부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스루웨이의 이전 티켓팅 시스템에 대한 통행 

요금소 광장 철거 및 인터체인지 재건이 이번 주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날씨가 

허락하는 한 2021년 여름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의 이번 단계는 2020년 

11월 14일에 시행된 3억 5천 5백만 달러의 현금 없는 톨 설계/건설 프로젝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며, 주 전역의 6개 대규모 인터체인지에서 즉시 톨 게이트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도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운전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우리 스루웨이 시스템의 공기 질을 향상하게 

됩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도 뉴욕주는 더 강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어 제동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는 약 70년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매년 이 시스템에 의존하는 수억 명의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를 현대화하고 향상해 교통 

인프라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스루웨이는 이전의 모든 

통행 요금소가 제거됨에 따라 새로운 장을 열어 안전하고 현대적이며 성장하는 21세기 

경제에 더 적합한 진정한 자유 유동식 오픈 로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설계 시공사인 캐시리스 톨 건설사(Cashless Tolling Constructors, LLC)는 

주 전역에 걸친 스루웨이의 이전 티켓팅 시스템을 따라 6개의 추가 인터체인지에서 톨 

https://www.thruway.ny.gov/cashless/index.html
https://www.thruway.ny.gov/news/pressrel/2020/11/2020-11-16-toll-booth-removal.html
https://www.thruway.ny.gov/news/pressrel/2020/11/2020-11-16-toll-booth-removal.html


 

 

광장을 철거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52개 톨 광장, 약 230개의 개별 톨 부스가 

철거되어 2021 여름까지 진정한 오픈 로드 통행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철거 및 도로 재건은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 B2번 출구 (Berkshire Spur - Taconic Pkwy)  

• 23번 출구 (Albany - I-787)  

• 25A번 출구 (Rotterdam -- I-88)  

• 34A번 출구 (Syracuse - I-481)  

• 47번 출구 (LeRoy - I-490)  

• 48번 출구 (Batavia)  

• Canaan 통행료 장벽(2020년 11월 부스 제거)  

  

공사 기간 중 운전자는 톨 광장 부근에서 교통 이동과 늘어난 건설 활동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톨 부스가 완전히 제거되고 인터체인지가 재구성될 때까지 20 MPH로 속도가 

제한되는 공사 구역이 되므로 운전자는 이러한 구역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캐시리스 톨 프로젝트(Cashless Tolling Project)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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