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청구서 지불 방법
1 SR 520 또는 Tacoma Narrows 다리 주행
• 자동차 번호판이 사진 촬영으로 기록됩니다.
• 선불 Good To Go! 계정이 없는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통행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2 통행료 청구서 수신
• 자동차 등록 소유자는 주행 여부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리를 주행한 후 14일 안으로 청구서를 받지 않는 경우, Good To
Go! 고객 서비스 1-866-936-824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청구서에 대한 이의 제기는 즉시 고객 서비스로 연락하십시오.

3 통행료 지불
•
•
•
•

온라인: wsdot.gov/GoodToGo
전화: 1-866-936-8246
우편: Good To Go!, P.O. Box 300321, Seattle, WA 98103
고객 서비스 센터:
벨뷰: 13107 NE 20th Street, Bellevue, WA 98005
시애틀: 4554 9th Ave NE, Seattle, WA 98105
긱 하버: 3212 50th St Court NW, Gig Harbor, WA 98335

미루지 말고 지불하세요!
납기일 안에 지불하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납기일 30일 초과 –

청구서에 재처리 비용 $5가 추가됩니다.

납기일 80일 초과 –

위반 사항으로 처리되어 청구된 미납 통행료 각각에 $40가 추가됩니다.

미납 –

청구서는 수금업체로 전달되며, 자동차 등록에 홀드(hold)가 기록됩니다. 자동차 등록서에
홀드(hold)를 받게된 경우, Good To Go! 고객 서비스로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 wsdot.gov/GoodToGo
Title VI 대중 공개 공지: 1964년 민권법 Title VI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이들이 인종, 피부색, 출신국 또는 성별로 인하여 연방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참여로부터의 제외, 혜택 거절, 또는 그 어떠한 상황으로부터도 차별받지 않도록 함은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SDOT)의 정책입니다. 자신의 Title VI
보호권이 위반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WSDOT의 Office of Equal Opportunity (OEO)에 불평 사항을 접수하십시오. Title VI 불평 사항 접수에 관한 추가 정보 또는 WSDOT의
비차별 의무에 관한 정보는 OEO의 Title VI 담당자 George Laue, 전화번호 (509) 324-6018, 또는 Jonte' Sulton, 전화번호 (360) 705-708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미국 장애 복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정보: 본 자료는 WSDOT Diversity/ADA Compliance Team에게 wsdotada@wsdot.wa.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무료전화인 855-362-4ADA (4232)로 전화하여 다른 양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자는 Washington State Relay 전화번호 711번으로 연락하여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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