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고속도로
101번 고속도로(US 101)/잔커 로드(Zanker Road) 개선 프로젝트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위치도

산타클라라 밸리 교통국(VTA)에서는 산호세(San Jose) 시 당국과 캘리포니아
주 교통부(Caltrans)와의 협력 아래 프로젝트 위치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프로
젝트 구역의 교통 운영, 안전을 개선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산호세(San Jose) 시의 101번 고속도
로 (US 101)/1번가 (1st Street)와 101번 도로/I-880 분기점 사이의 101 도로,
잔커 로드(Zanker Road), 스카이포트 드라이브(Skyport Drive) 및 4번가(4th
Street)에 개선 사항을 실행하여 산호세 기본계획(San Jose General Plan)과
노스 산호세 지역 개발정책(North San Jose Area Development Policy)을
지원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목표
• 채택된 ‘산호세 2040 기본계획’(Envision San Jose 2040 General
Plan) 예측안에 따라 계획된 성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지역 내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 프로젝트 지역의 보행자 및 자전거 시설을 개선합니다.
•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101번 고속도로의 진출입로 및 101 주요 도로 안전
성 및 교통 운영을 개선합니다.
• 미네타 산호세 국제 공항(Mineta San Jose International Airport)을 오
가는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프로젝트 비용
총 프로젝트 비용은 최종 개선 결정에 따라
약 2억 4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프로젝트 특징
본 프로젝트는 다음 세 가지 주요 방법으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101번 도로 상에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북쪽의 잔커 로드(Zanker Road)와 남쪽의 4번가(4th
Street) 및 스카이포트 드라이브(Skyport Drive)를 연결합니다.

프로젝트 파트너

• 올드 베이쇼어 하이웨이(Old Bayshore Highway)와 브로코 로드(Brokaw Road)의 북행 101
번 도로에 있는 기존의 비표준 진출입로를 현재 설계 표준을 충족하는 새 진출입로를 베링 드
라이브(Bering Drive)에 건설하여 대체합니다.
• 프로젝트 설계시 자전거 및 보행자 시설도 포함하여 설계합니다.

프로젝트 일정
대안 분석/예비 설계
환경 승인
설계 준공*
프로젝트 시공*

문의처
2016년 여름 - 2020년 겨울 (완료)
2021년 봄 - 2023년 봄
2023년 봄 - 2025년 겨울

VTA’s Community Outreach
(408) 321-7575
(408) 321-2330 TTY
www.vta.org
community.outreach@vta.org

2025년 겨울 - 2028년 여름

* 해당 단계에 대한 프로젝트 전체 자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일부 설계
및 시공은 자금 지원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일정을 확인하시려면 프로젝트 웹사이
트를 방문하십시오: www.vta.org/101zanker
101ZankerKOR-083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