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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약 

4,200만 달러의 지원을 발표  

  

헨리에타와 에이본 간 390번 주간 고속도로와 브라이튼과 페린턴 간 490번 주간 

고속도로에 승차감을 위한 표면 복원과 여행객의 안전 강화를 위한 포장 공사 착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를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로체스터(Rochester)-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지역의 주요 고속도로 두 개에 승차감을 위한 도로 조건을 복원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총 4,200만 달러에 달하는 2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위치는 에이본(Avon)의 5번과 20번 국도(10번 출구)에서 

헨리에타(Henrietta)의 고속도로(12번 출구) 방향의 I-390, 브라이튼의 사우스 랜딩 

로드(South Landing Road)에서 페린턴(Perinton)의 간세이 로드(Garnsey Road) 방향의 

I-490입니다. 이 도로는 각각 먼로 카운티와 리빙스턴 카운티, 먼로 카운티와 온타리오 

카운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은 재구축은 주 전체의 지역 경제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도로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390 및 I-490 도로는 핑거 레이크스의 교통 네트워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뉴욕 전역의 경제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이러한 재포장 프로젝트는 

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인 Marie Therese 

Domin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 전역에 걸쳐 21세기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인프라의 재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로체스터 지역 고속도로에 

대한 이러한 투자는 연결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향상하며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저희 교통부는 이 중요한 도로에서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수십만 명의 

운전자들에게 틀림없이 혜택을 줄 이러한 프로젝트가 완료될 날을 고대합니다."  

  

I-490를 위한 97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브라이튼 마을의 사우스 랜딩 로드와 먼로 

카운티 부시넬(Bushnell)의 분지(Basin) 근처 페린턴 마을의 간세이 로드 사이의 

운전자들에게 더 부드러운 주행감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봄 초에 위험한 



 

 

나무를 제거하고 솔질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번 주에 포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에는 배수 시스템 및 교통 신호 개선, 온/오프 램프, 가이드레일 수리 

등이 포함됩니다. 1개 차선 사용을 위해 포장 공사는 저녁과 밤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경사로 작업 구간에서는 일부 우회가 필요합니다. 

  

3,220만 달러 규모의 I-390 프로젝트는 에이본(리빙스턴 카운티)의 5번, 20번 국도와 

헨리에타(먼로 카운티) I-90 구간의 운전자에게 더 부드러운 주행감을 위한 도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비 공사는 5월 17일 주에 시작되었으며 북쪽 차선의 포장 작업은 

6월 하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공사를 위해 매일 1차선 폐쇄가 필요합니다. 

10.5마일 구간 건설에는 승차감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포장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콘크리트 포장에 아스팔트를 덮는 작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남행 차선을 따라 

진행되는 대부분의 공사는 2022년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oe Morelle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490 및 I-390는 핑거 레이크스 지역이 

제공하는 주민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며, 이를 유지하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들의 

활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행객의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를 강화할 이 중요한 

투자를 유치한 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먼로 카운티 행정책임자인 Adam Bell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포장 공사와 같은 프로젝트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뉴욕주의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Greater 

Rochester)와 핑거 레이크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주요 고속도로의 개포장을 통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교통부와 Dominguez 커미셔너께 감사드립니다."  

  

Samra Brouk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동성, 안전성,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즈니스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지역의 가족, 근로자, 

사업체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레이터 로체스터 지역사회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해 뉴욕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진전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Jeremy Cooney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터 로체스터를 포함해 핑거 

레이크스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의 개선은 우리 지역의 통근자와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가 다시 개방됨에 따라 도로를 잘 정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판데믹으로부터 회복하면서, 저희는 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atrick Gallivan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정부가 인프라 수리 및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민과 방문자 모두를 위해 

도로의 안전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경제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완료를 고대하며 우리 지역 전체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 동료들과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Jennifer Lunsford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지역과 이웃 지역의 수십만 

명의 주민들에게 교통의 안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재포장 공사는 지역 전체의 중요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들에 물품과 서비스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Sarah Clark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지역을 위한 뉴욕주 교통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판데믹 이후 우리가 더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도로와 인프라의 개선은 핑거 레이크스 지역과 주 전역의 경제 발전과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Dominguez 커미셔너와 팀원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I-490 프로젝트는 2021년 후반에, I-390 프로젝트는 2022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교통부는 공사로 인한 교통량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하는 주민들은 포장 공사로 인한 약간의 지연을 예상하고 일정에 

추가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작업 구역에서 속도를 늦추고 책임감 있게 운전할 것이 요구됩니다. 작업 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업 구역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여행 정보를 원하시면 511로 전화하시거나 www.511NY.org를 방문하시거나 무료 

511NY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를 팔로우: @NYSDOT 및 @NYSDOTRochester.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도 방문해 주세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의 촉진  

오늘 발표된 내용은 견고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를 보충합니다. 뉴욕주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80억 7천만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첨단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5억 달러 규모 투자로 인해, 민간 기업에서 25억 

달러가 훨씬 넘는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고, 제출된 해당 지역의 투자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에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7524c7b-08c97541-5750b54e-ac1f6b44fec6-81a41a4fd560a73d&q=1&e=c28a8489-e4af-4f87-910c-be0442157aff&u=http%3A%2F%2Fwww.511ny.org%2F
http://www.twitter.com/nysdotli
http://www.twitter.com/nysdotli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3e8894aa-6113ad90-3e8a6d9f-ac1f6b44fec6-ba45d604715b5099&q=1&e=c28a8489-e4af-4f87-910c-be0442157aff&u=http%3A%2F%2Fwww.facebook.com%2FNYSDOT
https://esd.ny.gov/finger-lakes-forward-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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