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정보: 기본 정보
101번 국도/잔커 로드(Zanker Road) 분기점 프로젝트

101 ZANKER 3/7/16

프로젝트 기금 후원 파트너

개요

산타 클라라 밸리 교통국(VTA)에서는 산호세(San Jose) 시 당국과 캘리포니아주 교통부
(Caltrans)와의 협력 아래 산호세(San Jose)를 통과하는 101번 국도 상의 노스 포스 
스트리트(North 4th Street)/스카이포트 드라이브(Skyport Drive)를 잔커 로드(Zanker 
Road)/올드 베이쇼어 하이웨이(Old Bayshore Highway)와 연결하는 분기점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목표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101번 국도를 가로질러 노스 산호세(North San Jose) 고용 
센터까지의 연결이 제한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1번 국도 상에 분기점 및 구름다리를 
신설함으로써 교통 혼잡과 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분기점 신설을 통해 101
번 국도에서 미네타 산호세 국제 공항(Mineta San Jose International Airport )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특징

프로젝트를 통해 제안된 구체적인 개선 사항은 하기와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101번 국도/잔커 로드(Zanker Road)/올드 베이쇼어 하이웨이

 (Old Bayshore Highway)/노스 포스 스트리트(North 4th Street)/스카이포트 

 드라이브(Skyport Drive)에 분기점 신설

•	 노스 퍼스트 스트리트(North 1st Street)/이스트 브로카우(E. Brokaw)와 

 노스 포스 스트리트(North 4th Street) 및 올드 베이쇼어 하이웨이

 (Old Bayshore Highway)의 진출입로 변경

•	 해당 지역의 기존 로컬 도로 교차로 변경

•	 필요에 따라 버팀벽 건설

프로젝트 견적

프로젝트 견적 비용은 아직 미확정인 대안 시설의 유형에 따라 8,500만 달러 ~ 1억 2,500
만 달러 사이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일정
대안 연구와 기초 공사 2016년 - 2017년 

환경 영향 조사 2017년 - 2018년 

설계 및 엔지니어링 2019년 - 2020년 

공사 시작 2021년 

공사 완료 2023년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



VTA의 사명: VTA는 혁신적이고 
환경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프로젝트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VTA 지역 봉사부

(408)321-7575로 연락 주십시오.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TTY 모드 
(408) 321-2330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웹페이지(www.vta.org)를 
확인하시거나, 메일(community.outreach@vta.org)로도 연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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