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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using TOLLS BY MAIL

 이 문서는 현금 없는 통행료 시설에서 발생한 통행료에 관한 공식 통행료 청구서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행료 청구서 보는 방법에 관한 도움말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PAY TOLL(통행료 납부) – 청구된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법
은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시려면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tollsbymailny.com 을 방문하세요.

CONVERT TO E-ZPASS AND SAVE 
(E-ZPASS 로 바꾸고 절약하세요)  
이 통행료 청구서로 $$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tollsbymailny.com 에 있는 안내 사항을 따르십시오.  

Payment Instructions (납부 안내 사항)   

• 수표나 우편환의 수신인을 Tolls By Mail 으로 해주
십시오(통행료 청구서 번호를 수표나 우편환에 기재).

• 스테이플이나 클립을 사용하거나 현금을 송금하지 마
십시오. 

• 보내신 금액이 저희에게 도착되기까지 5일 정도 소요
됩니다. 

• 제공해드린 우편료가 회신용 봉투에 납부액과 이 쿠폰
을 넣어 보내주십시오.

• 통지서를 반송하시려면 이 박스를 선택a 하십시오.

Summary of Charges (청구액 요약) 

이번에 내야 하는 통행료 – 해당 청구 주기에 사용한 
통행료 액수.   

연체 잔액 – 이전 통행료 청구서에서 납부하지 않
은 금액.  

연체/기타 수수료 – 제때 납부하지 못한 이전 통행료 
청구액으로 인한 수수료 및/또는 기타 수수료.  

크레딧 – 지난 통행료 청구서 이후 발생한 조정액.   

총 청구액  – 청구일 기준 해당 계정에 입금해야 하
는 총금액. 

납부 날짜 – 연체 수수료나 법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일까지 납부해야 함.

2 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행료에 관한 세부 내용 
및 기일에 맞는 통행료 납부에 관한 중요 정보를 
참조하여 법의 위반이나 불이익을 피하십시오.  

귀하의 BILL DATE(청구일)과 TOLL BILL(통행료 청구서) 
번호입니다.

만약 “ATTENTION(주의)” 메시지가 있다면, 귀하에게는 
통행료 미지불 위반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미지불액을 납
부하려면 통행료 납부 안내 사항을 따르십시오. 

TOLLS BY MAIL (통행료 우편 납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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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은 제시간 내에 납부하여 수수료를 피하는 법과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E-ZPass 고객이 되는 법을 알려
줍니다. 

E-ZPass 고객이시라면 아래 나와 있는 특별 안내 사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pecial Instructions for E-ZPass Customers 
(E-ZPass 고객을 위한 특별 안내 사항) 
• 뉴욕의 E-ZPass 고객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고, tollsbymailny.com
에서 ‘E-ZPass 뉴욕 고객 통행료 청구서 해결하기’를 
클릭하고 안내 사항을 따르면 더이상 통행료 청구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귀하의 
차량 번호판은 자동으로 E-ZPass 계정에 등록됩니다. 
(E-ZPass 번호의 앞자리가 004, 005, 008 또는 
013으로 시작하면, 귀하는 E-ZPass 뉴욕 계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기타 E-ZPass 고객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없고, 통행료 청구서 앞면의 안내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앞으로 통행료 청구서를 받지 않으시려면 
본인의 계정에 차량 번호판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To Dispute Toll Bill 
(통행료 청구서에 이의 제기) 
• 박스 안의 차량 번호판 유형 확인합니다.
• 이의 제기 이유를 표시합니다:

 – 차량 매각됨 - 매각 증빙 첨부,
 – 차량 번호판 인도됨 - 번호판 인도 영수증 첨부,
 – 차량/차량 번호판 도난됨 - 경찰 보고서 첨부,
 – 차량 번호판 및/또는 차량이 본인에게 등록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렌트하거나 리스하지 않았음.

Toll Activity Detail (발생한 통행료 세부내용) - 
이 부분은 “Tolls by Mail” 표시가 있는 다리, 터널, 도로
에서 발생한 귀하의 통행료 목록을 보여줍니다.  

Important Information on Paying Tolls on Time 
(기일에 맞는 통행료 납부에 관한 중요 정보) 
이 통행료 청구서에 적시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미수금 대행사에 
위탁하여 미지불된 청구액 건당 최대 $100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 수수료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5 
뉴욕 법령, 규정 및 규칙(NYCRR) § 127.14를 따르는 뉴욕주 
차량관리부 또는 차량 및 교통법 § 518을 따르는 귀하가 속한 주의 
관련 부서에 의해 차량 등록이 정지되거나 21 NYCRR § 1020.7에 
따라 MTA B&T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당국법 § 553과 21 NYCRR §§ 1020.7, 1021.3 및 1023.7
은 MTA B&T (법적 명칭, 트리보로우교와 터널 당국)가 정한 시간 
및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주행을 금지합니다. 공공당국법 §354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부과를 허용하고, 21 NYCRR 101.3 파트는 고속도로 당국이 정한 
고속도로 시스템에 따라 통행료 회피 또는 미납을 금지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항만국, 뉴욕의 미통합법 § 6802 및 뉴저지 
법령 주석 §32:1-154.2를 따르는 모든 통행 차량은 항만국이 정한 
통행료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Signature/Certification (서명/인증) – 통행
료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쿠폰을 제출하시
려면, 귀하의 이름, 서명 및 쿠폰의 날짜를 기
재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