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Pass기본 플랜
MTA 교량 및 터널/뉴욕주 고속도로/뉴욕 뉴저지 항만청/뉴욕주 교량청 기본 플랜과 버팔로 및 포트에리
공공교량청(피스 브리지): 최소 사용 조건은 없습니다. 이지 패스 할인은 모든 항만청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TA 교량 및 터널에서 이지 패스 할인이 적용됩니다. 모든 뉴욕주 고속도로와 뉴욕주
교량청 시설에 이지 패스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플랜은 이지 패스 간판이 표시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랜 코드: (STANDARD) – 필수 선불금액(25 달러).
통근자 플랜
고속도로 타판지 브리지 통근자 플랜: 타판지 브리지에서 통행당 2 달러 할인(5 달러 현금 요금에 비해
3 달러)을 받으세요. 한 달에 최소 20 회 통행해야 합니다. 20 회보다 적게 통행하는 경우, 통행하지 않은
회당 3 달러가 부과됩니다. 플랜 코드: (TZC) – 필요 선불금액(60 달러).
고속도로 타판지 브리지 카풀 통근자 플랜: 타판지 브리지에서 4.5 달러 할인(5 달러 현금 요금에 비해
0.5 달러)을 받으세요. 3 명 이상이 차에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0.5 달러 통행료는 오직 직원이 배치된
레인에만 적용되며, 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레인에서는 통행당 3 달러가 부과됩니다. 한 달에 최소 20 회
이용해야 합니다. 한 달간 20 회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통행하지 않은 회당 0.5 달러가 부과됩니다.
플랜 코드: (TZPL) – 필요 선불금액(25 달러).
고속도로 그랜드 아일랜드 통근자 플랜: 그랜드 아일랜드 교량들에서 0.72 달러의 할인(1 달러 현금
요금에 비해 0.28 달러)을 받으세요. 한 달에 최소 20 회 사용해야 합니다. 한 달간 20 회보다 적게
사용하면 통행하지 않은 회당 0.28 달러가 부과됩니다. 이 플랜을 선택하면, 신청서의 박스 B 에 있는
25 달러 필요 선불금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랜 코드: (GIC) – 필요 선불금액(5 달러).
고속도로 뉴로첼 통근자 플랜: 뉴로첼 요금소에서 0.65 달러 할인(1.75 달러 현금 요금에 비해
1.10 달러)을 받으세요. 한 달에 최소 20 회 사용해야 합니다. 한 달간 20 회보다 적게 사용하면
통행하지 않은 회당 1.10 달러가 부과됩니다. 플랜 코드: (NRC) – 필요 선불금액(25 달러).
고속도로 용커즈 통근자 플랜: 용커스 요금소에서 0.70 달러 할인(1.25 달러 현금 요금에 비해
0.55 달러)을 받으세요. 한 달에 최소 35 회 사용해야 합니다. 한 달간 35 회보다 적게 사용하면
통행하지 않은 회당 0.55 달러가 부과됩니다. 플랜 코드: (YKC) – 필요 선불금액(25 달러).
고속도로 해리만 통근자 플랜: 해리만 요금소에서 0.70 달러 할인(1.25 달러 현금 요금에 비해
0.55 달러)을 받으세요. 한 달에 최소 35 회 사용해야 합니다. 한 달간 35 회보다 적게 사용하면
통행하지 않은 회당 0.55 달러가 부과됩니다. 플랜 코드: (HAC) – 필요 선불금액(25 달러).
뉴욕주 교량청 할인 플랜: 립반 윙클, 킹스턴-라인클리프, 미드-허드슨, 뉴버그-비콘, 베어 마운틴의
교량에서 0.50 달러 할인(1.50 달러 현금 요금에 비해 1.00 달러)을 받으세요. 한 달에 최소 17 회
사용해야 합니다. 한 달간 17 회보다 적게 사용하면 통행하지 않은 회당 1.00 달러가 부과됩니다. 이
플랜은 특정 E-ZPass 태그에 적용됩니다. 플랜 코드: (NYSBA) – 필요 선불금액(25 달러).
항만청 스테이튼 아일랜드 교량 플랜: 모든 시간 이용가능
Page 1 of 5

PASI(Port Authority NY/NJ Staten Island Bridges Plan)는 현금 통행료 58%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계획은 E-ZPass 뉴욕 또는 뉴저지에서 일반 번호판 및 개인 E-ZPass 계정을 사용하는 차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필수입니다. Carpool 또는 Green Pass 계획에 따라 할인되지 않는 달력일 기준 한
달 내에 이뤄진 Staten Island 행 통행이 3 건 이상인 경우 Bayonne Bridge, Goethals Bridge 또는
Outerbridge Crossing 에 대한 계획 통행료는 편도당 $6.25(사륜차 이상인 경우 $9.50)입니다. 통행
횟수가 3 회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E-ZPass(출퇴근 또는 유휴 시간) 요금을 지불합니다. 계정의
모든 E-ZPass 태그는 3 회 통행 최소 요구 사항에 적용됩니다. 계획 코드: (PASI)

고속도로 연단위 혜택 플랜: 연회비는 고속도로 발권 시스템에서 처음 30 마일 이하의 통행에 대한
통행료를 충당하지만, 캐슬턴 온 허드슨 브리지를 통과할 때는 예외적으로 0.62 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신청한 달에 따라서 각 태그별로 다음 금액을 지불하세요. 1 월 88 달러, 2 월 81 달러, 3 월
74 달러, 4 월 67 달러, 5 월 60 달러, 6 월 53 달러, 7 월 46 달러, 8 월 39 달러, 9 월 32 달러, 10 월 24 달러,
11 월 16 달러, 12 월 8 달러. 이 플랜은 특정 E-ZPass 태그에 적용됩니다. 이 플랜의 판매액은 플랜
구입으로부터 60 일 후에는 환불될 수 없습니다. 플랜 코드: (NY12)
항만청 트럭 대량 할인: 트럭 대량 할인 프로그램은 피크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항만청 뉴욕행 통행을
100 회 이상 하는 뉴욕이나 뉴저지 상업용 계정을 가진 E-ZPass 고객들을 위해 E-ZPass 오프-피크
통행료율에 추가적으로 10% 할인을 제공합니다. 할인은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조건 없이 적격
계정에 매월 직접 입금됩니다.
베라자노-내로우즈(Verrazano-Narrows) 브리지 상업용 리베이트 프로그램: MTA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따라 같은 E-ZPass New York 상용 및 비즈니스 계정을 사용하여 베라자노-내로우즈 브리지를 한
역월에 11 회 이상 통행하는 상용차는 E-ZPass 통행료를 18% 할인해주는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
때 통행료는 연방 법률에 따라 스테이튼 아일랜드 방향에서만 징수합니다. 리베이트 프로그램 등록
요건은 없습니다. 모든 뉴욕 고객서비스센터 상용 및 비즈니스 계정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승용 차량
통행은 이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으려면 이용 실적이 우수해야 합니다. 리베이트는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동안 적격 계정에 지속됩니다.
플랜 코드: (VNC)
주민 할인 플랜
MTA 교량 및 터널 스테이튼 아일랜드 주민(SIR)*: 2015 년 4 월 1 일부로 발효된 MTA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따라 주민들은 베라자노-내로우즈 브리지에서 5.50 달러(16.00 달러 현금요율 대비)를
부과받습니다. 이 때 통행료는 연방 법률에 따라 스테이튼 아일랜드 방향에서만 징수합니다. 주민들은
한 역월에 1-2 회 통행 시 SIR 계정당 6.60 달러 SIR 통행료에서 1.10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고, 한
역월에 3 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SIR 계정당 6.24 달러 SIR 통행료에서 0.74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이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중지되는 경우, 1-2 회 통행한 계정의 SIR 통행료는 6.60 달러이고
3 회 이상 통행한 계정의 경우 6.24 달러입니다. 차량은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유효한 주민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들은 주민 할인 플랜의 자격이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주민 지위는 정기적인 심사를 받습니다. 플랜 코드: (SIR)
MTA 로커웨이/브로드 채널 주민*: 마린 파크웨이 및 크로스 베이의 교량에서 통행당 2.64 달러
할인(4.00 달러 현금 요금에 비해 1.36 달러)을 받으세요. 크로스 베이 브리지에서의 통행료는 각 통행
이후에 리베이트됩니다. 차량들은 11691, 11962, 11693, 11694, 11695, 11697 의 우편번호 중 하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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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커웨이/브로드 채널에 유효한 주민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주민할인플랜에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지위는 정기적인 심사를 받습니다. 플랜
코드: (RR)

고속도로 그랜드 아일랜드 주민**: 그랜드 아일랜드 교량들에서 통행당 0.91 달러 할인(통행당 1.00 달러
현금 요금에 비해 0.09 달러)을 받으세요. 그랜드 아일랜드 주민이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소 사용
조건은 없습니다. 주민 지위는 정기적인 심사를 받습니다. 이 플랜을 선택하면, 신청서의 박스 B 에
있는 25 달러 필요 선불금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랜 코드: (GIR) – 필요 선불금액(5 달러)
MTA 스테이튼 아일랜드 주민 카풀: 탑승자가 3 명 이상인 승용차는 베라자노-내로우즈 브리지에서 할인
받으세요. 요건에 대한 상세 안내는 http://web.mta.info/bandt/html/sicarpol.html에 있습니다. 이것은
EZPass 할인 플랜이 아닙니다.
* 유효한 자동차 등록증의 사본과 운전면허증 또는 공과금 청구서의 사본을 첩부하세요. 자동차
등록증은 오직 하나의 E-ZPass 계정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 지위는 정기적인 심사를 받습니다.
** 신청하는 E-ZPass 태그별로 운전 면허증, 공과금 청구서 또는 임차 계약서의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오로지 한 개의 E-ZPass 계정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 지위는 정기적인 심사를 받습니다.

차량 할인 플랜
항만청 카풀 플랜: 모든 시간 이용가능
비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뉴욕과 뉴저지 사이를 오가는 개인용 이지패스(E-ZPass) 계정을 가진 클래스 1
및 11 차량들 은 항만청 카풀 플랜(Port Authority Carpool Plan, PACP)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히
등록하셔야 합니다. 항만청 카풀 플랜 요금은 1 회 이용당 $6.50 이며(차량 바퀴축이 2 개 이상이면
추가되는 축수당 $9.50 가산), 단 차량에 3 명 이상 탑승해야 하고 차량이 상업용이 아니어야 합니다(즉,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차량을 포함하여 영리 목적인 차량). 이용자는 수납원이 있는
“캐쉬/이지패스” 차선을 이용해야 하고 수납원이 차량 내 탑승자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정차해야 합니다. 플랜 코드:(PACP)
항만청 그린 패스 할인 플랜***: PAGRN 은 E-ZPass New York 에서 E-ZPass 계정을 사용하는 자격이
되는 차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필수입니다. 계획 통행료는 프로그램에 사전 등록하는 뉴욕의
Clean Pass Program Vehicle Eligibility List 에 차량 통행이 적은 시간 동안 편도당 $7.00(사륜차 이상인
경우 $9.50)입니다. 계획 코드: (PAGRN)
고속도로 모터사이클 할인 플랜***: 특별 모터사이클 태그를 받으려면 모터사이클 등록 증명이
요구됩니다. 모터사이클은 현금 통행요율의 50%가 부과됩니다. 통근자 플랜과 결합될 수 없습니다.
플랜 코드: (MTRC)
고속도로 그린 패스 할인 플랜***: 갤런당 적어도 45 마일을 달리고 고속도로청의
웹사이트 www.thruway.ny.gov/ezpass/greentag.html에 설명되어 있는 특정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시설에서 특별 10% 할인을 받으세요. 통근자 플랜과 결합될
수 없습니다. 플랜 코드: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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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모터홈 할인 플랜***: 특별 모터홈 할인을 받으려면 모터홈 등록 증명이 요구됩니다. 모터홈은
모터홈의 액슬 수에 근거해서 승용차 요율을 받게 됩니다. 플랜 코드: (MHM)
***특별 할인율을 받으려면 차량 등록 증명이 요구됩니다.
표준 플랜에 따른 통행 건당 지불 방식
표준 플랜에 따른 통행 건당 지불 방식: 이 방식은 E-ZPass 통행료 이용 기간 동안 이용자의 E-ZPass
계정을 이용자의 은행 당좌 예금 계좌와 직접 연결시켜 하루에 이용한 모든 E-ZPass 통행료를
이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후납” 플랜입니다. 다른 E-ZPass 플랜에서와 같이
“선납 계정”으로 돈이 묶이는 일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줄 필요도 없으며, 이용자의
통행료가 발생할 때까지는 어떤 비용도 이용자의 계좌에 부과되지 않습니다(일부 상황의 경우 가입한
당일 시간 제외). 선택사항으로 백업 신용카드 지불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에서 각 태그
별로 예치금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유로 은행 계좌 인출이 안 될 경우 신용카드가 2차 지불
방식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통행당 지불 방식 FAQ를 참조하십시오. 플랜 코드:
(PPT)
신규 고객은 가입시 플랜 명칭 “표준 플랜의 통행당 지불”을 선택하는 경우에 통행당 지불 플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E-ZPass 고객은:
• www.ezpassny.com으로 가서 본인의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 Plans 로 가서 “PPT”를 선택하십시오
• 지시를 따라 본인의 은행 정보를 입력하고(본인의 계정에 아직 링크되지 않은 경우) 통행당 지불
등록을 완료하십시오
통행당 지불은 비즈니스 또는 상업 고객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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