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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625만 달러 규모의 9W 도로 상위 인터스테이트 84 재건 프로젝트 

완공 발표  

  

현행 인터스테이트 기준을 충족하며 트럭의 원활한 통행을 돕는 9W 도로를 위로 

통과하는 고가도로가 예산 내에서 조기 완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버그-비컨 브리지(Newburgh-Beacon Bridge)의 

서쪽 접근로에 위치한 9W 도로(Route 9W) 위를 지나는 인터스테이트 84 고가도로의 

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625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예산 내에서 

예정보다 빨리 완공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심 연결로인 뉴버그-비컨 브리지(Newburgh-

Beacon Bridge)와 함께 인터스테이트 84는 허드슨 밸리와 기타 미국 북동부의 중요한 

이동 및 상업 통로입니다. 뉴욕주 인프라의 현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덕분에 9W 

도로 위를 지나는 인터스테이트 84(I-84) 고가도로가 현재 고속도로의 표준을 충족하며,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기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9W 도로 위를 지나는 인터스테이트 84 고가도로의 재건 공사가 2018년 4월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가도로의 높이를 14 피트에서 16 피트로 2 피트 

높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9W 도로 아래를 지나는 트럭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고 

현행 주간 고속도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버그-비컨 

브리지뉴버그-비컨 브리지(Newburgh-Beacon Bridge)와 허드슨 강 위를 통과하는 기타 

네 개의 원형 통행로의 운영을 책임지는 뉴욕주 교량청(Bridge Authority)이 보유한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뉴버그-비컨 브리지(Newburgh-Beacon Bridge)의 서쪽에서 

접근하는 교통 흐름은 정상적인 패턴으로 회복되고, 건설으로 인한 혼잡이 완화될 

것입니다.  

  

뉴욕주 교량청(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의 Richard A. Gerentine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우리 흐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커미셔너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는 이 프로젝트가 한 달 앞서 예상 비용 이하로 

완공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량청(Bridge Authority)의 Tara Sullivan 상임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필요했던 9W 도로(Route 9W)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 개선 사업을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복잡한 공사였지만, 우리 직원 및 하청업자들은 시간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James Skoufi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버그 타운과 뉴버그 시를 

새롭게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종류의 꼭 필요했던 개선이 이루어져서 현재의 

고속도로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허드슨 밸리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9W 도로 위를 통과하는 인터스테이트 84 고가도로와 같은 중요 

통행로의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주지사와 

교량청(Bridge Authority)에 감사드립니다."  

  

Jonathan G. Jacobs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일정보다 앞서 예상된 비용 이하로 완공한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기존 고가도로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I-인터스테이트 84와 9W 도로에서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teven M. Neuhaus 오렌지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는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통행량이 많은 인터스테이트 84가 현행 주간 고속도로 표준을 맞추고 트럭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했던 안전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이 재건 프로젝트는 연휴가 가까이 

다가와 교통량이 증가하는 완벽한 시점에 완공되었습니다."  

  

뉴욕주 교량청(New York State Bridge Authority)  

뉴욕주 교량청은 베어 산, 뉴버그-비컨, 미드 허드슨, 킹스턴-라인클리프, 립 밴 윈클 

브리지를 관리합니다. 또한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Walkway Over The Hudson) 

보행자 교량의 구조물을 소유 및 유지, 관리합니다. 교량청은 대교 유지 보수와 운영에 

주로 대교 요금소의 수입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주 혹은 연방 세금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nysba.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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