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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스키넥터디 카운티의 새로운 I-890 인터체인지가 완공되었다고 발표 

 

GE 및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근처의 새로운 트래픽 패턴은 

이용자들과 학생들을 위한 안전을 향상시킴 

 

새로운 인터체인지의 항공 동영상은 여기에서 제공됨 

 

새로운 인터체인지의 항공 사진은 여기에서 제공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키넥터디 카운티에 있는 스키넥터디시와 로테르담 

타운에 있는 인터스테이트 890의 4번 출구 인터체인지를 재구성하기 위한 46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완료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인터체인지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이용자 안전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터체인지는 스키넥터디 카운티의 중심부에 

있으며, 통근자들과 방문객들을 새로운 기업들과 성장하는 예술 지구로 가득 찬 도시의 

북적거리는 다운타운이 포함된 GE 및 지역사회에 연결해줍니다. 이 전환적 프로젝트는 

모두를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보다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뉴욕의 교통 인프라를 재생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General Electric과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근처에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던 2개의 루프(loop)로 된 인터체인지의 내부 루프를 제거했으며, 

외부 루프에 있는 이용자들이 I-890으로 진입하게 해주는 새로운 2개의 램프를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인터체인지의 항공 동영상은 여기에서 제공되며, 항공 사진은 주지사의 플리커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뉴욕주 교통부 커미셔너 Matthew J. Drisco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교통이 굳건한 경제의 핵심이라는 점과 교통 용이성이 그 결정적 요소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여기에서 완료된 개선사항들이 스키넥터디 다운타운, GE,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및 그 밖의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그들의 

교통 여건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체인지는 Erie Boulevard, Edison Avenue, GE 방향으로, 그리고 몇 년 뒤에 

https://www.youtube.com/watch?v=i-W9ENj-F90&feature=youtu.be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76086588735
https://www.youtube.com/watch?v=i-W9ENj-F90&feature=youtu.be
https://www.flickr.com/photos/governorandrewcuomo/sets/72157676086588735


Schenectady County Community College 방향으로 4번 출구에서의 교통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루프를 다른 루프 안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2개의 루프를 이용해서 

196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종전에 운전자들이 Washington Avenue로부터 동쪽 방향의 I-890을 위한 

진입 차선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차선을 거쳐야 하게 만들었던 트래픽 패턴을 없애기 

위해서 내부 루프를 폐쇄하고 외부 루프를 갱신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흔히 “Little 

Circle”로 알려진 오래된 내부 루프는 6월에 영구히 폐쇄되었으며, 11,300입방야드의 

흙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밖의 교통 개선사항은 남아 있는 외부 루프를 동쪽 방향의 I-890에 보다 잘 연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진입 차선을 만드는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트래픽 

패턴에 맞추기 위해서 서쪽 방향의 I-890 운전자들을 위해서 4B 출구에 새로운 진출 차선 

또한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I-890 동쪽 방향 4B 출구 진출 차선은 교통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거되었으며, 종전에 Erie Boulevard로 가기 위해서 이 램프를 이용했던 

운전자들은 이제 기존의 4A 출구를 이용합니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서는 종전의 내부 루프와 오래된 램프를 메우기 위해서 약 

33,800입방야드의 흙을 활용했습니다. 

 

상원의원 Hugh T. Far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교통 프로젝트의 완료는 

스키넥터디 시와 카운티에 큰 혜택을 줍니다. 이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상원의원 George Amedor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갱신된 I-890 인터체인지는 교통 

흐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용자들이 스키넥터디 카운티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프라에 대한 이 투자는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가 직장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체, 식당 및 학교를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보장해줍니다.” 

 

하원의원 Angelo Santabarba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을 지역적 

목적지로 변모시키면서, 매일매일 스키넥터디 다운타운에서 더욱 더 많은 발전을 계속 

보고 있으며, 그 모멘텀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이 현명한 투자는 발전을 

지속시키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스키넥터디 지역으로 더 

많은 현지의 일자리를 가져오며, 우리의 가정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 의회 의장 Anthony Jasensk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키넥터디 

카운티로 통하는 이 주요한 교차로에서 안전을 크게 개선하게 될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한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은 

스키넥터디 카운티가 계속 성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Proctors, 곧 건립될 

Rivers Casino & Resort, 그리고 우리의 번창하는 다운타운 등과 같이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곳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인터체인지를 이용하게 될 우리 주민들과 수많은 

방문객들의 필요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스키넥터디 시장 Gary McCart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재구성 프로젝트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에서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주민들과 방문객들 모두가 

우리의 다운타운과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훌륭한 발전 사항에 접근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스키넥터디에 대한 이 중요한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그의 전념에 대해서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chenectady Metroplex Development Authority 위원장 Ray Gill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I-890의 4번 출구 인터체인지를 극적으로 향상시킨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와 뉴욕주 교통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활성화된 다운타운에 접근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에는 인터체인지에 높이 세워져 있는 대형 신호 구조물 교체와 

아울러 배수 시스템에 대한 수리 작업도 포함되었습니다. 

 

GE 근처의 최종적인 신호 시설 설치 및 보도 수리를 포함해서,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공사 완료 전에 경미한 공사 후 작업들이 마무리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향후 2주에 걸쳐 

계속해서 건설 공사 신호를 보게될 것입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 

facebook.com/NYSDOT도 방문해 주세요. 뉴욕주 교통부 Region 1(주도 지역 포함)에서 

트윗하려면, @NYSDOTAlbany를 팔로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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