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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주의 유료 도로 지도입니다.

시스템 작동 방식
Washington의 유료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Good To Go! 계정이 있는 경우 통행료가 계정으로 바로 청구됩니다. 계정이 
없는 경우 유료 도로(SR 167 다인실 통행료 차선(High Occupancy Toll lanes, 
HOT) 차선 제외)를 이용한 후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SR 520 다리, SR 99 터널, Tacoma Narrows Bridge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I-405 급행 유료 차선과 SR 167 HOT 차선의 경우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이동을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거나, 카풀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지불 방법
· Good To Go! 패스 - 모든 유료 도료를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 가격은 $5~$15입니다.

· Good To Go! 번호판으로 지불* – Good To Go! 패스 요율에 모든 통행당 25
센트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 우편으로 지불* - 모든 통행당 Good To Go! 패스 요율보다 $2를 더 지불하게 
됩니다.

* SR 167 HOT 차선 참고 정보: SR 167 HOT 차선 이용 시에는 번호판으로 지불 
및 우편으로 지불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혼자 운전하는 경우 HOT 
차선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Good To Go!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SR 167에서 
카풀을 하는 경우 아래 지침을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청구서를 받았다면 MyGoodToGo.com에서 온라인으로 지불하거나 
고객 서비스(1-866-936-8246)로 전화하여 전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카풀을 활용하여 I-405 및 SR 167 차선 무료 이용 방법
카풀 운전자는 각 도로마다 다른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SR 167 HOT 차선과 I-405 고속 유료 차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아침 오전 5시~오전 9시 3인 이상

평일 낮 오전 9시~오후 3시 2인 이상

평일 오후 오후 3시~오후 7시 3인 이상

I-405 급행 유료 차선
무료로 이용하려면 카풀에 Flex Pass가 다인실 차량(High Occupancy 
Vehicle, HOV)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하루 중 해당하는 시간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수가 정확해야 합니다. 평일에는 오전 5시~오전 9
시 및 오후 3시~오후 7시 사이에 최소 세 명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최소 두 명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R 167 HOT 차선
두 명 이상이 탑승한 카풀 차량은 항상 HOT 차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HOT 차선에서 카풀을 하는 경우 Good To Go! 패스 또는 
계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카풀을 하면서 Good To Go! 패스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무료로 통행하려면 HOV 모드로 설정한 Flex 
패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패스가 있는 다른 모든 차량은 차량에 탑승한 
인원 수에 관계없이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I-405 급행 유료 차선 카풀 요구 사항

급행 유료 차선은 무료이며 야간 및 주말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SR 167 HOT 차선 카풀 요구 사항

평일 및 주말 오전 5시~오후 7시 2인 이상

HOT 차선은 야간에는 무료이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Good To Go! 계정을 만들고 절약하십시오
Good To Go! 계정을 사용하면 Washington의 모든 유료 도로 통행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계정 개설은 무료이며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 비용 절약: Good To Go! 계정과 패스를 이용하면 우편으로 지불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유료 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2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절약: 나에게 가장 적합한 자동 결제 옵션을 선택하면 우편으로 도착하는 청구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무료: 월 사용료가 없으며 미리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Good To Go! 패스 구매는 옵션입니다.

Good To Go! 계정 종류

· Pay As You Go: 통행료가 한 달에 두 번 신용 카드로 청구됩니다. 이 계정은 무료로 개설 가능합니다.

· 선불: 유료 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통행료를 차감할 수 있도록 선불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임시: 2주 간 계정을 개설 수 있게 하는 임시 계정이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임시 계정에서는 패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차량 번호판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Good To Go! 계정이 없는 경우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법
Good To Go! 계정이 없어도 유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청구서를 받고 난 
후에도 Good To Go! 계정을 만들어 할인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요금을 결제할 때 또는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여 계정을 
만드십시오.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MyGoodToGo.com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면 편리합니다.

청구서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한까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80일 이내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각 미납 통행료에 대해 $
의 민사형 벌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차량 소유자가 20일 이내에 민사형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Department of Licensing에서 
차량 등록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WSDOT에는 원래 통행료를 지불하기만 하면 연체료와 벌금을 한 번은 면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 1-866-936-8246번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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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계정을 만들거나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계정을 만들거나 통행료를 지불하려면 MyGoodToGo.com을 
방문하십시오.

다른 언어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고객 서비스 1-866-936-824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담당자가 250개 이상의 언어를 위한 통역사를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Title VI 대중에 고지 
1964년 공민권법의(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WSDOT)의 정책은 어떤 사람도 인종,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연방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
램과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게 제외되거나, 그 수혜를 거부 당하거나, 달리 차별받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Title VI에서 보호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WSDOT의 Office of Equity and Civil 
Rights(OECR)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Title VI 민원 절차 및/또는 비차별 의무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다면, (360) 705-7090번으로 OECR의 Title VI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정보 
본 자료는 wsdotada@wsdot.wa.gov으로 Office of Equity and Civil Rights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무료 전화 855-362-4ADA(4232)번으로 전화하여 대안적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 또는 청력이 크게 떨어
지는 분들의 경우, 711로 Washington 주 통신 중계에 전화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