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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몬로(MONROE) 카운티의 I-390/I-490 인터체인지에 390번 입체 

교차로의 경사로 개통 소식 발표  

  

I-390/I-490/31번 국도 인터체인지 개선 프로젝트의 주요 이정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안전 향상  

  

완공 프로젝트 렌더링은 여기에 제공되어 있고 최근 공사를 나타내는 사진은 여기에 

제공되어 있음  

  

새로운 입체 교차, 혼잡한 인터체인지 위를 지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해 I-390 남쪽 방향 

교통 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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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투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먼로(Monroe) 카운티 게이츠(Gates) 타운에 1억 7,280만 

달러 규모의 I-390/I-490/31번 국도 인터체인지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이정표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특징인 새로운 390번 주간 고속도로 입체 교차로가 9월 

17일 금요일 새벽 시간대에 개통됩니다. 입체 교차로는 교통을 통해 남쪽으로 향하는 

차량이 혼잡한 인터체인지 위를 지나고 국도로 진출입하는 차량을 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잡을 상당히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출구와 진입로도 지역 내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위해 이 중요 분기점에서 교통 체증을 줄이고 이동을 완화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었습니다.  

  

이 교통로는 거의 200,000명의 일일 운전자를 그레이터 로체스터 국제공항(Greater 

Rochester International Airport), 로체스터 기술 공원(Rochester Technology Park), 

이스트먼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 다운타운 로체스터를 포함한 경제 

활동의 중심지와 연결합니다. 이러한 개선 프로젝트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로체스터시(City of Rochester)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유대감을 강화하는 스마트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입체 교차로는 로체스터(Rochester) 지역 통근자들의 주요 성과이며, 전체 I-390/I-490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9/I-390_Rendering.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2021-09/I-390_I-490_Route_31_Interchange_Improvement_Project.pdf


인터체인지 개선 프로젝트가 어떻게 더 안전하고 교통체증 없이 사람들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먼로(Monroe) 카운티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입체 교차로가 교통에 개방되면 I-390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원하는 운전자는 

인터체인지에서 왼쪽 2개 차선을 활용해 칠리 애비뉴(Chili Avenue)와 공항 방향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습니다. I-490 동쪽 또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는 분할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고 기존 출구 경사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다단계 프로젝트는 먼로 카운티의 31번 주간 고속도로(Route 31), 390번 주간 

고속도로(Route 390), 390번 주간 고속도로(I-390)/490번 주간 고속도로(I-490) 

인터체인지를 따라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된 일련의 인프라 투자의 일환입니다. 새 I-390 입체 교차로 공사에는 동쪽으로 

490에서 서쪽으로 I-490을 가로지르는 교량 3개를 신설하고, 서쪽으로 I-490에서 

남쪽으로 I-390을 연결하는 경사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I-390 위에 

놓인 노후된 버팔로 도로(33번 주간 고속도로) 다리는 새로운 교통 패턴을 수용하기 

위해 현대적인 다중 거더 다리로 교체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소음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15,000 피트에 이르는 새로운 콘크리트 방음벽이 추가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I-390/I-490/31번 국도 인터체인지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I-390 

위에 있는 라이엘 애비뉴(Lyell Avenue) 다리의 교체와 확장 공사가 포함된 1단계는 

2018년 여름 완공되었습니다. 이리 운하(Erie Canal) 위를 지나는 390번 도로(Route 

390) 지탱 구조물을 재건하고, 라이엘 애비뉴(Lyell Avenue) (31번 주간 고속도로) 

북쪽에서 390번 도로로 진입하는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고, 인터체인지를 따라 주행 

차선을 넓히거나 포장하는 작업이 포함된 2단계 공사가 2019년 말에 완공되었습니다. 

2단계 공사에는 뉴욕주의 교통 시스템에서 이리 운하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인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콘크리트 방음벽 설치 공사도 포함되었습니다. 3단계 공사는 오늘 

발표된 새로운 입체 교차로와 교통 개선 공사를 아우르는 반면, 4단계 공사는 회랑에 

보도와 자전거도로, 배수로 등을 새로 설치하는 등 390번 국도와 하워드 로드(Howard 

Road) 사이 라이엘 애비뉴(Lyell Avenue) (31번 국도)를 따라 도로를 넓히고 

재포장했습니다. 포장, 스트립, 간판, 조명, 조경 등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공사는 

2021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커미셔너인 Marie Therese Domingu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I-390/I-490 인터체인지는 뉴욕주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로 중 

하나이며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뉴욕주가 매일 여행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통근을 

개선하는 21세기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입체 교차로는 더 

나은 뉴욕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된 현대 인프라에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솔루션이 

적용될 때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Joe Morelle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390에서 I-490까지 이어지는 인터체인지는 

모든 먼로(Monroe) 카운티에서 가장 붐비는 지점 중 하나이며 이번 입체 교차로 



경사로가 개통됨에 따라 수천 명의 일일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에 투자할 때 우리는 지역경제의 성공과 모든 먼로(Monroe)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확고하게 이 중요한 기반시설 

프로젝트와 모든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과 

교통국 커미셔너인 Marie Therese Dominguez님께 감사드립니다."  

  

Demond Meek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490번과 390번 국도, 라이엘 

애비뉴(Lyell Avenue)를 연결하는 경사로는 오래전부터 보수가 필요했는데 Hochul 

주지사님의 주도로 뉴욕주가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 

지역사회는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하고 통근 시간을 줄이며 오염을 줄이는 이러한 수리 

공사의 필요성을 옹호했습니다. 이번 연결 고속도로 경사로는 우리 지역사회에 중요한 

다리이며 게이츠(Gates) 타운과 로체스터시(City of Rochester) 모두에 봉사하는 

대표로서 저는 이러한 개선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로(Monroe) 카운티의 Adam Bello 실무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인터체인지 

개선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에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분주한 

인터체인지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는 새로운 제조업체와 다른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시책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우리의 

중요한 기반시설에 투자한 뉴욕주 교통국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입체 교차로 차선을 

달려보고 싶습니다. "  

 

실시간 여행 정보를 보려는 운전자는 511로 전화하거나 www.511NY.org를 방문하거나 

511NY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트위터(Twitter)를 

@NYSDOT 및 @NYSDOTRochester에서 팔로우해주십시오.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를 방문하세요.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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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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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af1a5a-5f34229d-00ade36f-000babd9f75c-bf24070b8b6db24a&q=1&e=91218588-21e7-47e6-a612-e166748378b5&u=http%3A%2F%2Fwww.511ny.org%2F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b811338d-e78a0aef-b813cab8-000babd9069e-8eae15de92bad883&q=1&e=172df69e-f5c0-4168-9214-3f7cf1d0f66b&u=http%3A%2F%2Fwww.twitter.com%2Fnysdot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524e478f-0dd57eed-524cbeba-000babd9069e-0f63535bec551a98&q=1&e=172df69e-f5c0-4168-9214-3f7cf1d0f66b&u=http%3A%2F%2Fwww.twitter.com%2Fnysdotrochester
https://protect2.fireeye.com/url?k=5dd44bb9-01f04af0-5dd6b28c-0cc47aa8d394-2cca76a358338753&q=1&u=http%3A%2F%2Fwww.facebook.com%2FNYSDOT
https://esd.ny.gov/finger-lakes-forward-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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