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8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년 말까지 뉴욕주 스루웨이에 현금을 받지 않는 톨게이트 전환에 

앞서 최종 스틸 갠트리 설치 발표  

  

예산 및 일정 내에서 갠트리 설치 완공,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인 이-지패스 가입 권유  

  

프로젝트 1기에서 스루웨이 발권 시스템을 따라 본선 21개와 경사로 34곳의 톨게이트에 

갠트리 설치  

  

갠트리에 현금 없는 톨게이트 장비 설치 계속  

  

2020년 말까지 실시 예정인 프로젝트로 매년 스루웨이를 이용하는 2억 6,700만 명의 

운전자를 위해 교통 흐름 개선 예정  

  

프로젝트 전용 웹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 맵, 프로젝트 타임라인, 갤러리 등 확인 가능  

  

Andrew Cuomo 주지사는 오늘 2020년 말까지 주 전역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현금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70개의 스틸 갠트리 설치가 완공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90번 주간도로(I-90)의 42번 출구(제네바)에 위치한 갠트리가 가장 

마지막에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3억 5,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또다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고속도로 본선에 21개, 출구/입구 경사로 34개 갠트리는 예산 및 일정 

내에 완공되었으며, 스루웨이를 현금 없는 톨게이트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1기의 

일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운전자 경험을 개선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톨게이트 주변 지역의 공기 질을 향상시켜 뉴욕의 교통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리는 주 전역으로 이동하게 될 

새로운 시대를 앞당겨 향후 수십 년 간 운전자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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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루웨이 관리청은 매년 스루웨이를 이용하는 수백만 명의 

운전자를 위해 현금 없는 톨게이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관정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Cashless_Tolling_NYS_Thruway.pdf
http://www.thruway.ny.gov/ezpass/index.html#_blank
http://www.thruway.ny.gov/cashless/index.html#_blank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계속됨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시스템을 시행될 예정이며, 

스루웨이에서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갠트리에 현금 없는 톨게이트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에는 이-지패스(E-Zpass) 태그를 읽고 번호판 이미지를 찍는 최첨단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갠트리 완공 후에는 2,000대 이상의 최첨단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020년 말경 시스템 전체가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장비는 현재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본선에 설치된 갠트리는 길이 58~150 피트, 높이 23 피트, 중량 

25,000~104,000 파운드 규모입니다. 입구/출구 경사로에 설치된 갠트리는 길이 48~94 

피트, 높이 23 피트, 중량 33,000~74,000 파운드 규모입니다. 갠트리는 "뉴욕 미국제품 

구매제도(New York Buy American)"법에 따라 100 퍼센트 미국산 철강 약 350만 

파운드를 사용했고 리빙스턴 카운티의 LMC 인더스트리얼 컨트랙터스 주식회사(LMC 

Industrial Contractors Inc.)의 뉴욕 주민 근로자들이 건설에 투입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2018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처음 발표한 내용처럼, 

스루웨이 시스템 개혁 및 현대화에 3억 5,500만 달러가 투자되어 매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약 2억 6,700만 명의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인 이-지패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지패스 태그는 주 전역의 소매점에서 판매되며 운전자는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 없는 톨게이트 작동 방법 및 제시간에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스루웨이 관리청 웹사이트 

thruway.ny.gov/cashless를 방문해 주십시오.  

  

또한 스루웨이 관리청은 프로젝트 및 개발 전용 웹페이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웹페이지의 많은 기능 중 하나는 인터랙티브 맵입니다. 운전자는 시스템을 따라 

갠트리가 설치되는 위치와 각 장소의 진행률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웹 페이지에는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 프로젝트 갤러리 및 교통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Cuomo 주지사는 캐시리스 톨링 컨스트럭터스(Cashless Tolling 

Constructors, LLC, CTC)가 2020년 말까지 스루웨이 발권 시스템 전체에 현금 없는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TC는 뉴욕, 올버니, 시러큐스, 

버펄로 등 네 개의 도로 유지 보수 사업부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하청업자 

컨소시엄입니다. 18개 카운티에 걸쳐 87번 주간도로(I-87) 및 90번 주간도로(I-90) 

통행로를 따라 800명 이상의 직원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스루웨이 발권 시스템에서 현금 없는 톨게이트가 운영되고 모든 톨게이트 요금소가 

없어지면, 차량이 요금 지불을 위해 멈출 필요가 없으므로 운전자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지패스(E-ZPass) 태그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자동으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이-지패스(E-ZPass) 태그가 없는 차량은 번호판 사진이 찍히고 차량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dde1f5c-e1fae93d-bddce669-0cc47a6d17e0-c61d4be9954a9056&q=1&e=2cb18dc9-9aa3-4b43-9f80-63c6be62e131&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cuomo-signs-buy-american-legislation-all-structural-iron-and-steel-new-york-roads-and%26data%3D02%257C01%257C%257C98db97313f9b4b1ca47c08d84b4f6f6a%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42151887749211%26sdata%3D3%252FaJvA1aBLNo9uvnkE1TQaTb07lBNrJ3s1rAdxIDg3I%253D%26reserved%3D0#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dde1f5c-e1fae93d-bddce669-0cc47a6d17e0-c61d4be9954a9056&q=1&e=2cb18dc9-9aa3-4b43-9f80-63c6be62e131&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cuomo-signs-buy-american-legislation-all-structural-iron-and-steel-new-york-roads-and%26data%3D02%257C01%257C%257C98db97313f9b4b1ca47c08d84b4f6f6a%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42151887749211%26sdata%3D3%252FaJvA1aBLNo9uvnkE1TQaTb07lBNrJ3s1rAdxIDg3I%253D%26reserved%3D0#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dde1f5c-e1fae93d-bddce669-0cc47a6d17e0-c61d4be9954a9056&q=1&e=2cb18dc9-9aa3-4b43-9f80-63c6be62e131&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cuomo-signs-buy-american-legislation-all-structural-iron-and-steel-new-york-roads-and%26data%3D02%257C01%257C%257C98db97313f9b4b1ca47c08d84b4f6f6a%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42151887749211%26sdata%3D3%252FaJvA1aBLNo9uvnkE1TQaTb07lBNrJ3s1rAdxIDg3I%253D%26reserved%3D0#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dde1f5c-e1fae93d-bddce669-0cc47a6d17e0-c61d4be9954a9056&q=1&e=2cb18dc9-9aa3-4b43-9f80-63c6be62e131&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cuomo-signs-buy-american-legislation-all-structural-iron-and-steel-new-york-roads-and%26data%3D02%257C01%257C%257C98db97313f9b4b1ca47c08d84b4f6f6a%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42151887749211%26sdata%3D3%252FaJvA1aBLNo9uvnkE1TQaTb07lBNrJ3s1rAdxIDg3I%253D%26reserved%3D0#_blank
http://www.thruway.ny.gov/ezpass/index.html#_blank
http://www.thruway.ny.gov/ezpass/signup.html#_blank
https://www.thruway.ny.gov/cashless/billing.html#_blank
https://www.thruway.ny.gov/cashless/index.html#_blank
https://www.thruway.ny.gov/cashless/locations.html#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83a83f5-941e7594-c8387ac0-0cc47a6d17e0-53cc339deba9ad1d&q=1&e=2cb18dc9-9aa3-4b43-9f80-63c6be62e131&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cuomo-announces-selection-design-build-team-install-cashless-tolling-nys-thruway-end%26data%3D02%257C01%257C%257C98db97313f9b4b1ca47c08d84b4f6f6a%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42151887759206%26sdata%3DnMfOPdgOYBKULWNaXjQUNv1CGwPqXuVVbZmAtXUh2Z0%253D%26reserved%3D0#_blank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c83a83f5-941e7594-c8387ac0-0cc47a6d17e0-53cc339deba9ad1d&q=1&e=2cb18dc9-9aa3-4b43-9f80-63c6be62e131&u=https%3A%2F%2Fnam1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253A%252F%252Fwww.governor.ny.gov%252Fnews%252Fgovernor-cuomo-announces-selection-design-build-team-install-cashless-tolling-nys-thruway-end%26data%3D02%257C01%257C%257C98db97313f9b4b1ca47c08d84b4f6f6a%257C496b87481f5f49a8a46d98a389b1b070%257C0%257C0%257C637342151887759206%26sdata%3DnMfOPdgOYBKULWNaXjQUNv1CGwPqXuVVbZmAtXUh2Z0%253D%26reserved%3D0#_blank


 

 

등록자에게 통행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현금 없는 톨게이트 전환 작업은 설계 건설 

프로젝트 요건의 일환으로 2020년 말까지 주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금 없는 톨게이트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톨게이트는 단계적으로 제거될 

예정입니다. 건설 진행 동안 운전자들은 부스가 제거되고 도로의 재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차량을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톨게이트 차선을 통과한 후 계속 

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톨게이트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톨게이트 차선을 통과할 때 도로 표지판의 제한 속도는 시간당 

20마일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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