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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로체스터의 액세스 390 프로젝트 완료 발표  

  

루트 15A 교량 활성화, 기업 및 대학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7,000만 달러 규모 

투자 완료의 전조가 돼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사업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7,000만 달러 규모 액세스 390 인터체인지 

16(Access 390 Interchange 16)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먼로 카운티 브라이튼 소재 루트 15 및 15A의 주간고속도로 390 인터체인지를 

현대화하고 켄드릭, 이스트 리버, 웨스트 헨리에타 및 이스트 헨리에타 도로가 포함된 

주간고속도로와 혼잡한 인접도로 간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5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운전자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주는 주 전역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계속 투자하여 그 어느 때보다 도로와 교량을 

재건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체스터의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뉴욕주는 기업과 

주민을 연결하고 운전자의 통근을 용이하게 하며, 모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쉽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이동성과 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I-390 

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룩할 지역의 포괄적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이번 개선 작업으로 로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와 이스트맨 비즈니스 파크(Eastman Business Park), 

사업장 약 60곳을 갖춘 로체스터 테크놀로지 파크(Rochester Technology Park)로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10년 동안 매년 세입자 10명과 신입사원 200명을 

추가로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에는 I-390 북쪽의 새 출구 차선 3개, 새 교량 1곳, 다른 

교량의 교체 작업, 세 번째 교량의 개조 작업 등 전반적인 상태를 크게 개선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리 운하에 걸쳐 있는 15A 교량에는 철골 각 모서리의 북엔드 철탑(bookend pylons)에 

연결되어 있는 장식용 구체가 달린 수직 부품이 있습니다. 교량 철탑은 자동차, 보트, 

자전거 및 도보 여행을 상징하는 교통수단 그림이 새겨진 메달리온이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뉴욕주 도로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며, 이전 프로젝트 기간 동안 켄드릭 도로 인터체인지에 설치된 

역사적인 해설판(interpretive panels)에 소개된 다양한 “WALK, DRIVE, BOAT or BIKE” 

시리즈에 부합합니다. 난간 뒤쪽의 장식용 부품은 다리를 운하에 연결하고 켄드릭 로드 

고가도로를 반영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통근시간의 혼잡함을 완화하고 건설 최종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루트 15 및 

루트 15A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기 업데이트로 인해 

이동 효율성과 고속도로 안전성이 향상되었으며, 루트 15A를 따라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Monroe Community College, MCC), 먼로 커뮤니티 병원(Monroe Community 

Hospital) 및 시티 게이트 개발지 등으로 이동하는 운전자 28,000명의 이동 지연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I-390/루트 15A 인터체인지 16의 입구 및 출구 램프의 기존 배치는 

루트 15A와 루트 15가 모두 사용하는 측면 도로 및 복합 램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액세스 390(Access 390) 프로젝트 시리즈는 이스트 리버 및 켄드릭 도로의 현대적인 새 

원형 교차로를 비롯하여, 운전자를 위해 여러 교차로의 혼잡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도로 포장 상태를 개선하고 교량 5곳의 상태를 개선하며 표지판, 가이드 레일 및 

노면 표시 등 기타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조명 시스템의 일부가 새 

LED 돛대 조명(LED high mast lights) 12개로 교체되었습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Cathy Calhoun 

상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제 성장을 위해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건실한 교통 시스템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계신 Cuomo 주지사님의 헌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또한 향후 수년간 핑거 레이크스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속도로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Joseph E. Robac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390은 수많은 먼로 카운티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고용주들, 대학교 및 전문대학들, 의료 시설 및 소매 

상업 회랑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근자 도로입니다. 이 투자로 우리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먼로 카운티의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 운전 여건이 향상될 

것입니다.”  

  



Patrick M. Galliv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교통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전 지역의 거주자와 사업체의 교통 상황이 개선될 

것입니다. 주정부가 교통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 다수당의 Joseph D. Morelle 원내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액세스 390 

인터체인지(Access 390 Interchange)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은 해당 지역사회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며, 지역의 인프라 요구 사항을 지원한다는 주정부의 지속적 

헌신을 보여줍니다.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할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기초 작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지역의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모든 

지역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Harry B. Bron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꼭 필요한 

교통 확장 및 개선을 이루었으며, 이는 로체스터 대학교와 이웃 지역의 교통 수요를 

인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는 피크 시간대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주민들의 안전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해당 프로젝트가 향후 수년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원의원 David Gant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액세스 390 인터체인지(Access 390 

Interchange) 프로젝트 완료는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 방문객 및 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지사님께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 주신 덕분에 로체스터와 먼로 카운티 

모두에 지속적으로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로체스터 시의 Lovely A. Warren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액세스 390 

인터체인지(Access 390 Interchange) 16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신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해당 

프로젝트는 로체스터 대학 의료 센터(University of Rochester Medical Center)와 

로체스터 대학 리버 캠퍼스(University of Rochester River Campus), 칼리지 타운, 시티 

게이트 개발지 등, 로체스터의 가장 중요한 상업 지구 및 고용 센터 중 하나에 꼭 필요한 

성장 및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로체스터에 투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팀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활기차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며, 주민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oel Seligman 로체스터 대학교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힘써 주신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한 성장을 이루고 안전성을 증진하며, 인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I-390/켄드릭 도로 인터체인지(I-390/Kendrick Road Interchange) 

프로젝트는 해당 교통 네트워크를 눈에 띄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로체스터 대학교 



리버 캠퍼스와 로체스터 대학교 의료 센터 방문객들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ne Kress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주간 390 

인터체인지는 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이 브라이턴 캠퍼스 및 응용 

기술 센터(Applied Technologies Center)에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MCC를 대신하여, 수십 년간 지역사회에 혜택을 가져다줄 필수 인프라에 투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의 촉진  

오늘의 발표는 굳건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를 보완합니다. 주정부는 이 

계획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2012년부터 이미 52억 달러 이상을 이 지역에 

투자했으며, 포토닉스, 농업, 식품 생산, 고급 제조업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투자해왔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로체스터, 바타비아 및 캐넌다이과 등의 

지역을 선택하여 성장과 투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핑거 레이크스 포워드(Finger Lakes Forward) 계획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8,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뉴욕주 DOT (교통부)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뉴욕주 교통부 

페이스북도 방문해 주세요: facebook.com/NYSDOT.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https://ecowa.exec.ny.gov/owa/redir.aspx?REF=Btl7J882AJEBuVbOizTww9d2UEPOsMhi_mTgiahX8QeGet88TATVCAFodHRwczovL2VzZC5ueS5nb3YvZmluZ2VyLWxha2VzLWZvcndhcmQtdXJp
http://twitter.com/NYSDOT
http://www.facebook.com/NYSDOT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