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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MTA 교량교량교량교량 및및및및 터널에서터널에서터널에서터널에서 더욱더욱더욱더욱 엄격한엄격한엄격한엄격한 통행료통행료통행료통행료 위반위반위반위반 단속단속단속단속 발표발표발표발표 

 

MTA 계획은계획은계획은계획은 통행료통행료통행료통행료 반복반복반복반복 위반자에위반자에위반자에위반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차량차량차량차량 등록을등록을등록을등록을 정지하는정지하는정지하는정지하는 뉴욕주뉴욕주뉴욕주뉴욕주 규제안과규제안과규제안과규제안과 일치일치일치일치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청 교량터널과가 뉴욕시의 7개 교량 

및 2개 터널에서 통행료 회피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통행료 

징수소에서 납부를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차량의 등록을 정지하는 뉴욕주 규제안과 

일치합니다. 

 

“뉴욕주의 교통망은 공정한 몫을 납부하는 운전자들에게 의지하는 데, 통행료를 

회피하는 운전자들은 다른 준법 운전자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웁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강화된 단속은 이러한 행동이 용인되지 않을 것이며 책임을 

무시하는 운전자들을 우리 도로에서 몰아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MTA 교량터널위원회는 오늘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50달러 수수료를 부과하기 전에 

통행료 위반을 따지고 이전하며 그들의 등록이 정지될 위험에 있음을 알리는 정당한 

절차 및 방침을 포함한 새 주 규제안을 포함하는 규정의 업데이트를 승인하였습니다. 

전체 MTA 이사회는 수정된 규정을 수요일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자동차부는 지난 달에 차량 소유주가 5건의 통행료, 수수료 또는 기타 18개월 

기간내 상이한 날들의 위반에 기인한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납 부과금을 시정하라는 

반복 통지를 무시하는 경우 차량 등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반복 위반자들은 차량 등록 정지를 방지하거나 등록을 

원상복구시키려면 통행료와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부과금을 기각 받을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본 규제안에 대한 45일간의 일반인 코멘트 기간은 2016년 1월 4일에 

종료됩니다. 접수된 모든 코멘트를 고려한 후에 규정이 정식 채택되어 2016년 4월에 

시행될 것입니다. 

 

MTA 교량터널국교량터널국교량터널국교량터널국 국장국장국장국장 대행대행대행대행 Donald Spero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평균적 평일에 

800,000여대의 차량이 우리 교량 및 터널을 이용하는 데, 우리 고객들은 그들 모두 

적절한 통행료를 납부한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들 다수가 E-ZPas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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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데 우리의 Rockaways 톨게이트는 전전자 톨링으로 옮겨가며, 우리의 통행료 

정책의 강력한 시행은 우리 교량 및 터널에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끼칠 것입니다.” 

 

DMV 부커미셔너부커미셔너부커미셔너부커미셔너 Terri Ega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교통법은 상습적 

및 반복적 법률 위반의 경우 등록을 정지할 권한을 DMV에 부여합니다. 본 규제안은 

통행료 회피자들에게 통행료 회피가 심각한 위반이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DMV는 계속 MTA 교량터널국 및 통행료 징수 당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통행료 회피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교량터널국은 E-ZPass를 통해 또는 우송된 청구서를 통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당 50달러의 행정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행정수수료와 할인되지 않은 통행료 전액을 내어야 합니다. MTA 이사회에 상정된 안은 

통행료 위반을 다투는 위반 통지의 절차 및 정보와 각하의 근거, 차량 렌털 및 리스 

회사가 책임을 렌트 또는 리스한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한 절차 및 주정부가 위반자의 

차량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규정합니다.  

 

새 안은 통행료 회피자로 주장되는 사람을 위한 절차 및 정책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며 통행료 회피의 영향을 높임으로써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사회가 승인하면 이 안은 

주 규제와 같은 행정 절차를 따라 개정하기 위한 법적 과정을 시작합니다. 

 

MTA 교량터널국 교량들은 Robert F. Kennedy, Throgs Neck, Verrazano-Narrows, 

Bronx-Whitestone, Henry Hudson, Marine Parkway-Gil Hodges Memorial 및 Cross Bay 

Veterans Memorial이고; 터널들은 Hugh L. Carey 및 Queens Midtown입니다. 통행료 

구조는 http://web.mta.info/far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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