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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업스테이트의업스테이트의업스테이트의업스테이트의 4대대대대 그로서리그로서리그로서리그로서리 체인점에서체인점에서체인점에서체인점에서 E-ZPASS 판매판매판매판매 발표발표발표발표  

 

이제이제이제이제 여행자들은여행자들은여행자들은여행자들은 바쁜바쁜바쁜바쁜 휴가휴가휴가휴가 여행여행여행여행 시즌에시즌에시즌에시즌에 맞춰맞춰맞춰맞춰 여유있게여유있게여유있게여유있게 태그를태그를태그를태그를 모든모든모든모든 Tops, Wegmans, Price Chopper, 

Hannaford 매장에서매장에서매장에서매장에서 구입할구입할구입할구입할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다른 많은 소매 편의점에 추가하여 Tops, Wegmans, Price Chopper 및 

Hannaford의 모든 매장의 고객 서비스 카운터에서 이제 E-ZPass 태그를 판매하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바쁜 휴가 여행 시즌에 맞춰 여유있게 태그를 더욱 널리 구입할 수 있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휴가 시즌부터 뉴요커들은 도로상의 여행자들에게 시간과 돈을 절약시켜 주는 E-ZPass를 

더욱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주 전역의 인기 

수퍼마켓에서 E-ZPass를 판매하기 때문에 뉴요커들은 이 태그를 휴일 쇼핑을 하는 동안 도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와 가족을 접대하든 또는 여러분 자신이 

여행을 위한 채비를 하든 본인은 뉴요커들이 이번 휴가 시즌 쇼핑 리스트에 E-ZPass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청장인 Howard P. Milstei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ZPass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고객들은 고속도로를 여행하는 동안 수 백만 달러와 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최고의 뉴욕주 고속도로에서 편리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태그를 

더욱 널리 판매할 것입니다.”  

 

E-ZPass 태그는 25달러의 가치를 가지며 구입시에 활성화됩니다. 첫 $15는 톨게이트 사용을 위해 

즉각 사용 가능하며 잔여 $10는 온라인으로 또는 전화로 태그를 등록하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E-ZPass는 모든 Thruway 고속도로에서 5%의 절약을 제공하며 다음 15개 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laware, Illinois, Ind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Pennsylvania, Rhode Island, Virginia, West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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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청 전무이사 Thomas J.  Madi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입금된 태그의 

많은 이점들로 인해 이것은 이번 휴가 시즌 여러분의 삶의 여행자를 위한 완벽한 선물이 됩니다. 

이제 개인들은 E-ZPass 태그를 주례 그로서리 리스트에 그냥 추가함으로써 휴일 쇼핑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Thruway E-ZPass 고객들은 지난 20년에 걸쳐 통행료 할인으로 1억 7700만 달러 이상을 

절약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매일 매초 고속도로에서 약 5.4건의 E-ZPass 통행이 있습니다. 

 

E-ZPass는 현재 상기 그로서리 스토어, 편의점 및 주유소, AAA 지점, 대학 서점 그리고 시, 카운티, 

타운 관청을 포함하여 640여 개의 소매 지점에서 판매합니다. 

 

E-ZPass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e-zpass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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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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