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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통행료통행료통행료통행료 회피자회피자회피자회피자 단속단속단속단속 시작시작시작시작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규정에규정에규정에규정에 의거의거의거의거 575건의건의건의건의 등록등록등록등록 정지정지정지정지 처리처리처리처리 시작시작시작시작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끈질긴 통행료 위반자들에 대한 주정부 단속의 일환으로 

575대의 뉴욕주 등록 차량에 대한 정지 절차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통행료, 요금 및 기타 18개월 기간에 걸쳐 여러 날에 5회의 통행료 위반으로 

인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최근 채택된 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됩니다. 규정은 뉴욕주의 모든 통행료 징수 대상 장소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습적 법률 위반자들은 준법하는 통행료 납부자들의 경비로 작동하면서 

뉴욕주의 교통망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자원도 제공함이 없이 그것에 추가 스트레스를 

줍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행정부 조치는 통행료 회피자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신의 공정항 몫을 내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새 주 규정은 1월 2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차량부는 명시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E-ZPass 뉴욕주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부과금을 해결하거나 차량부에 연락하여 심리를 요청하지 않는 한 

45일 이내에 차량 등록이 정지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소유주에게 보냅니다. 뉴욕주 

고속도로청, 뉴욕뉴저지항만청, MTA의 교량 및 터널에서의 위반자들에게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항만청장항만청장항만청장항만청장 Pat Foye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uomo 지사가 주창한 이 새 단속 도구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준법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끊임없이 법을 무시하려는 것은 법을 

지키는 대다수 운전자들에게 불공정합니다. 등록 정지 가능성은 상습 통행료 

회피자들에게 결국에는 법을 지켜 통행료를 내는 것이 납부 거부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차량부차량부차량부차량부 차장차장차장차장 Terri Eg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교통법은 DMV에 

습관적이고 끈질긴 법규 위반 발생 시 등록을 정지하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통행료 

회피는 심각한 위반이며 그 부담을 준법 운전자들에게 지웁니다. 통행료 징수 기관들과 



Korean 

제휴하여 상습 통행료 회피자를 단속함으로써 우리는 준법율을 높이고 법률을 위반할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MTA 의장의장의장의장 Tom Prendergast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MTA의 7개 교량과 2개 터널은 

뉴욕시 전역의 중요 생명선으로서 하루 800,000여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합니다. 우리는 

통행료를 낮출 수 있도록 우리 비용을 통제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중요한 교통 링크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합니다.”  

 

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고속도로청 임시임시임시임시 청장청장청장청장 겸겸겸겸 COO인인인인 Maria Lehman, P.E.는는는는 다음다음다음다음과과과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 고속도로는 전국에서 가장 긴 통행료 하이웨이 중 하나로서 매년 수 억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합니다. 안타깝게도 불량 통행료 회피자들이 우리 주 유료 도로에서 

불평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면 공정한 몫을 누구나 내어야 합니다. 상습 

통행료 회피자의 등록을 정지하려는 Cuomo 지사의 계획으로 법을 지키며 통행료를 

내는 대다수 운전자들을 위해 정의가 복원될 것입니다.”  

 

뉴욕주 통행료 당국에 내야 할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 고지”서를 

DMV로부터 받고 등록 정지를 피하기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E-ZPass 뉴욕주 고객센터 

800-333-8655에 전화하여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다투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반자가 E-

ZPass 사용자이든 아니든 적용됩니다. 또한 위반자는 정지 통지서의 지침을 따라 

DMV에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반자들의 경우, 통행료 당국은 납부해야 할 금액과 부과금을 납부하거나 다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통지서를 각 위반에 대해 2회 발송합니다.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각하 또는 이전시키지 않으면 등록 정지 가능성 이외에도 징수 기관 이첩, 추가 

수수료 및 부과금 발생 또는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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