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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Public Information Center
February 12, 2021 through February 26, 2021

Route 9W Palisades Ave. to NY State Line – Bicycle /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Englewood Cliffs Borough, Tenafly Borough and Alpine Borough in Bergen County, New Jersey
The New Jerse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JDOT),
committed to developing transportation improvements that
best balance transportation needs, the environment,
community concerns and costs, will hold a Virtual Public
Information Center (PIC) to provide local residents and
businesses with information on the Route 9W Palisades Ave.
to NY State Line – Bicycle /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You are encouraged to actively participate by providing
comments at the end of the presentation by mail or e-mail.

interchange): proposed striping to replace existing shoulders
with buffered bicycle lanes. In select locations, minor roadway
widening will be required.

The Presentation
Due to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the Public
Information Center will be conducted virtually at the following
website:

Additional proposed improvements include the following:
• Right of Way needs to accommodate improvements
within areas of roadway widening, notably coordination
with the Palisades Interstate Parkway Commission (PIPC)
• Stormwater Management needs to address increase in
impervious area, intersection and guiderail improvements

Route9WPalisadesAveToNYStateline.com

Please view the presentation at a time that is convenient for
you between February 12, 2021 through February 26, 2021.
The purpose of the presentation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oposed Route 9W improvements. After the
presentation, you will have an opportunity to submit
comments to the NJDOT. Property owners with rental units are
advised that tenants are also invited and encouraged to
participate.
Background
The Concept Development efforts were initiated by the NJDOT
Division of Project Management with the purpose to improve
safety and mobility for bicyclists and pedestrians on Route 9W
between MP 2.19 and MP 11.17.
The Proposed Project
The Preliminary Preferred Alternative (PPA) was selected
because it best addresses the established purpose and need
developed for the project area and has been viewed favorably
by project stakeholders (NJDOT and the three boroughs). The
project improvements include:
MP 2.19 to MP 4.00 (Palisades Ave. to north of CR 72 East
Clinton Ave.): roadway widening to accommodate two
buffered bicycle lanes and improvements to the border area,
sidewalk replacement and gap segments filled to meet NJDOT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compatibility.
MP 4.00 to MP 9.71 (North of CR 72 East Clinton Ave. towards
the vicinity of Alpine Scout Camp/Palisades Parkway

MP 9.71 to MP 11.17 (Vicinity of Alpine Scout Camp / Palisades
Parkway interchange to NY State border): proposed widening
to accommodate buffered bicycle lanes and improvements to
the border areas. Bicyclists will share the roadway in areas
where the roadway cannot be widened, notably the Palisades
Parkway’s two overpasses at MP 10.84.

Section 106
Cultural Resources and NJ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SHPO) Coordination: State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resources, referred to, respectively, as
the Section 106 and the New Jersey Register of Historic Places
Act processes, require the NJDOT to take into account the
effect of proposed projects upon cultural resources listed on,
or eligible for listing on, the New Jersey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 These processes require coordination
between the NJDOT and the SHPO, along with other
appropriate consulting and interested parties and has been
initiated. The project is anticipated to involve the following
historic properties: Palisades Interstate Parkway Historic
District, Palisades Interstate Park and other sites along the
corridor. Potential impacts and mitigation to be determined.
Anticipated Schedule
• Concept Development Phase complete:
• Preliminary Engineering Phase begins: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Anthony Sytko, Regional Coordinator
New Jerse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ffice of Community Relations
PO Box 600, Trenton, NJ 08625-0600
Phone: 609-963-1992
E-mail: Anthony.Sytko@dot.nj.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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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공공 정보 센터
2021년 2월 12일 - 2021년 2월 26일
펠리세이즈 9Wv- 뉴욕주 라인 루트 – 자전거/보행자 개선 프로젝트
뉴저지 주 버겐 카운티 잉글우드 클리프스 보로, 테나플라이 보로, 알파인 보로
뉴저지 교통부(NJDOT)는 교통 수요, 환경, 지역 사회 문제 및
비용의 균형에 가장 잘 맞는 교통 개선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상 공공 정보 센터(PIC)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과 기업에게 라우트 펠리세이드 9W(Route 9W
Palisades
Ave.)~뉴욕주
라인(NY
State
Line)
–
자전거/보행자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에 기재된 우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공공 정보 센터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가상으로 진행됩니다.
Route9WPalisadesAveToNYStateline.com
2021년 2월 12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편리한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하십시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9W
루트의 도로 개선 건의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NJDOT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는
임차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경
NJDOT의 프로젝트 관리 부서는 MP 2.19와 MP 11.17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9W 루트 도로의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성을 개선하고자 본 프로젝트의 개념을
수립했습니다.
건의된 프로젝트
예비 선호 제안(PPA, Preliminary Preferred Alternative)이란
수립된 프로젝트의 목적과 해당 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가장
잘 해결할 제안으로 판단하여 (NJDOT 및 3 개의 자치구의)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가 선택한 방안입니다. 프로젝트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MP 9.71 - MP 11.17 (알파인 스카우트 캠프 인근/펠리세이즈
파크웨이 인터체인지에서 뉴욕 주 경계까지): 완충 자전거
도로를 수용하고 접경 지역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이
건의되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지역, 특히 MP 10.84에 있는 팰리세이즈 파크웨이의 두 고가
도로를 공유합니다.
추가로 건의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확장 영역 내 개선, 특히 펠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커미션(PIPC)과의 조정을 수용하는 통행
우선권(Right of Way)의 조정이 필요.
•
불 침투 지역, 교차로 및 가이드 레일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수 관리(Stormwater Management)
시스템 필요.
섹션 106 조
뉴저지주 사적지 보호국(SHOP)과 문화 자원 간의 협력:
뉴저지 사적지 등록법 (New Jersey Register of Historic
Places Act)과 섹션 106조에서 각각 언급된 문화 자원
보호에 관한 주 규정에 따라, NJDOT는 프로젝트 건의
방안이 뉴저지 및 국립 유적지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
자격이 있는 문화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다른 적절한 컨설팅과 이해 당사자 및
NJDOT, SHPO 간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는 펠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디스트릭트, 펠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 및
해당 도로를 따라 위치한 기타 유적지와 같은 역사 자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잠재적 영향과
피해의 완화 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상 일정
•
•

개념 수립 단계 완료:
예비 엔지니어링 단계 시작:

MP 2.19 - MP 4.00 (펠리세이즈 애비뉴에서 CR 72 이스트
클린튼 애비뉴 북쪽까지): 완충 자전거 도로 2개 라인 확충,
NJDOT의 미국 장애인 복지법(ADA) 적합성 충족을 위한
경계 지역과 보도 교체 및 틈새 구간 메우기를 수용하기
위한 도로 확장

추가 정보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MP 4.00 - MP 9.71 (CR 72 이스트 클린튼 애비뉴 북쪽에서
알파인 스카우트 캠프/펠리세이즈 파크웨이 인터체인지
인근까지): 기존 갓길을 완충 자전거 도로로 대체하기 위한
요철 작업이 건의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약간의 도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PO Box 600, Trenton, NJ 08625-0600
(PO Box 600, Trenton, NJ 08625-0600)
전화:
609-963-1992
이메일: Anthony.Sytko@dot.nj.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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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ony Sytko, Regional Coordinator (안토니 사이트코,
지역 코디네이터)

New Jerse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뉴저지 교통부)
Office of Community Rel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