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11월 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1월 16일부터 용커스 톨게이트(YONKERS TOLL BARRIER)에서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 가동 발표  

  

현금이 필요 없는 톨게이트는 연간 1,750만 대 이상이 다니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복잡한 87번 주간 고속도로(I-87) 스루웨이(Thruway) 길목에서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  

  

용커스 톨게이트(Yonkers Toll Barrier)는 570마일 길이의 스루웨이(Thruway) 

시스템에서 다섯 번째로 통행료가 필요 없는 구역이 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1월 16일 금요일 아침부터 용커스 

톨게이트(Yonkers Toll Barrier)(I-87 북쪽 및 남쪽)에서 현금이 필요 없는 톨게이트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전날 약 오후 6시부터 운영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통행료가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으로의 공식 전환은 북쪽방향 및 

남쪽방향 운전자들이 잠깐 정차한 후 자정이 지나면 바로 진행됩니다.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이 완전 가동되면 매년 1,750만 대 이상이 지나가는 스루웨이(Thruway) 

길목의 교통 흐름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스루웨이(Thruway) 톨게이트 

교통량의 6.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21세기에 맞는 교통망을 보장하며 역사적 

인프라 투자 면에서 국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용커스의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 

시행은 교통 지장을 최소화하고 체증을 완화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뉴욕을 만들려는 우리의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이 가동되면 용커스 톨게이트(Yonkers Toll Barrier)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이지패스(E-ZPass) 태그를 읽고 번호판 사진을 찍는 최신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된 갠트리 밑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정차하여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지패스(E-ZPass) 태그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자동으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이지패스(E-ZPass) 태그가 없는 차량은 번호판 사진이 찍히고 차량을 

소유한 등록자에게 통행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통행료 우편 방식(Tolls By Mail)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현금 고객들이 종전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되며, 

뉴욕 계좌로 구비한 이지패스(E-ZPass) 고객들은 계속해서 5퍼센트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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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습니다.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은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톨게이트에 정차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주 전역에서 통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매년 용커스 톨게이트(Yonkers Toll Barrier)를 통과하는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은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의 장점을 경험할 것입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우리 인프라 망을 재구상하고 현대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은 그 전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올해 말까지 정찰 가격 톨게이트를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전환할 예정이며 2020년 말까지 전 시스템을 전환할 예정이므로 

저는 모든 운전자들이 이지패스(E-ZPass)에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가장 쉽고 

가장 효율적인 통행료 지불 방법이며 시간과 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Mike Spano 용커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연중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계절이 

되었으므로 이것은 용커스에 특히 희소식입니다. 용커스는 허드슨 밸리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의 교통 흐름이 분명히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거주민들과 

방문자들에게 모두 혜택을 준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새 통행 시스템을 완전히 운영하게 되면 기존 용커스 톨게이트(Yonkers Toll Plaza)는 몇 

단계에 거쳐 제거될 예정이며 이는 교통 패턴을 변화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운전자들은 기존 톨게이트 부스가 제거되고 도로의 재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차량을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톨게이트 차선을 통과한 후 계속 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톨게이트 주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운전자들께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톨게이트 차선을 통과할 때 도로 표지판의 제한 속도는 시간당 

20마일이 될 것입니다.  

  

용커스 톨게이트(Yonkers Toll Barrier)에서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이 운영되면 

마리오 엠 쿠오모 주지사 브리지(Gov. Mario M. Cuomo Bridge), 그랜드 아일랜드 

브리지(Grand Island Bridges), 해리먼 톨게이트(Harriman Toll Barrier)에 더하여 

스루웨이(Thruway)에서 다섯 번째로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가 2018년 6월에 발표한 대로 로어 허드슨 밸리(lower Hudson Valley)에 

남아있는 모든 톨게이트는 2018년 말까지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남아있는 톨게이트에는 뉴로셸 95번 주간 고속도로(New Rochelle (I-95)), 

스프링 밸리(Spring Valley(상업용 차량 전용))가 있습니다. 스루웨이(Thruway)의 티켓 

시스템(87번/90번 주간 고속도로(I-87/I-90) 16번 출구 - 50번 출구, 55번 출구 - 60번 

출구)은 2020년 말까지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http://www.thruway.ny.gov/getezpas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all-new-york-state-thruway-toll-barriers-lower-hudson-valley-will


 

 

스루웨이(Thruway)가 현금이 필요 없는 통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은 모든 운전자들이 이지패스 뉴욕(E-

ZPass NY)에 가입하여 570마일 길이의 뉴욕주 스루웨이(New York State Thruway) 

전체에서 5퍼센트 할인받는 것을 비롯하여 뉴욕주 전역에서 통행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지패스(E-ZPass)는 모든 운전자의 요구사항에 맞추도록 다양한 

할인 플랜과 지급 옵션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하루에 한 

번씩 통행료를 내며 선불 이지패스(E-ZPass) 계좌 잔고가 필요 없는 페이 퍼 트립(Pay 

Per Trip)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지패스 온 더 고(E-ZPass On-the-Go) 태그는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갖추어진 26곳의 

스루웨이(Thruway) 서비스 지역, 일부 식료품점과 편의점, 관공서, 주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부(DMV) 사무실을 포함한 뉴욕주 전역 800곳 이상의 장소, 570마일 길이의 

스루웨이 시스템 전역 현금 통행료 징수 차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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