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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거리 행사를 위한 2.5-마일 노선을 이용합니다 
 

4 월 1 일 2017 년도 토요일, 오후 3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2.5-마일의 노선을 제 3 회 

열린 거리 행사를 위해 도로 교통을 중단시킵니다. 이 열린거리 행사 노선은 West Street 에 

있는 Garden Grove Boulevard 부터 Acacia Parkway 와 Historic Main Street 까지의 

경로를 이용할것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2.5 마일에 도로를 오직 보행자들과 자전거를위한 경로가 

포함될 예정이며, West Street 에서 9th Street 과 College Avenue, Dorada Avenue, 

Morgan Lane 까지 이용될것입니다. 

 자전거 라이딩과 즐길수있는 메인 이벤트 위치: 

 Garden Grove Boulevard, 8th Street, 과 Acacia Parkway: 열린 거리 노선은 

라이브공연과 Anaheim Ducks 스트릿팀, 와인테이스팅, Zip 라인, 암벽 등반, 

스케이트파크, 4-D 분필 아트, 푸드트럭, 상금 등 많은것들을 제공해드립니다! 

 West Street: 도로에 서쪽은 2-way 자전거 노선으로 만들어질것입니다 (바이크 레인은 

교통 도로와 다른 이동 수단일것 입니다). 

 Historic Main Street: 오후 6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애프터파티!  

Go Human 과 스폰서된 이번 이벤트는 미래의 교통 충돌을 최대한 줄이고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를 더 타고 다닐수 있도록 (Bicycle and Pedestrian Master Plan)을 조금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West Street 에 있는 프로젝트는 OCTA 에서도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2019 년도 6 월달에 완성이 될것입니다. 

자전거 렌탈도 이번이벤트를위해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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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린 거리 행사는 Re:Imagine Garden Grove campaign 때문에 시작이된 

이벤트입니다.  

“Re:Imagine Garden Grove 은 주민들을위한 길거리와 이웃과 함께 안전하게 

소통할수있는것이다,” 라고 커뮤니티및 경제 개발 디렉터 Lisa Kim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열린 거리 행사는 우리 커뮤니티가 가든그로브 거리를 새롭고 재밌게 다시한번 경험해볼수있는 

기회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시는분들의 안전을위해 4 월 1 일 차량 교통노선이 끊길것입니다:  

 Garden Grove Boulevard (오후 12:00 시쯤에서 오후 7:00 시쯤 까지): 

서쪽방향 West 와 7th Streets. 

 8th Street (오후 12:00 시쯤에서 오후 7:00 시쯤 까지): Garden Grove Boulevard 와 

Acacia Parkway. 

 Acacia Parkway (오후 12:00 쯤에서 오후 7:00 시쯤 까지): 8th 가와 Main Streets. 

 Main Street (오후 12:00 시쯤에서 오후 11:00 쯤까지): Garden Grove Boulevard 

와 Acacia Parkway. 

 Garden Grove Boulevard 와 Newhope Street 교차점과 Garden Grove 

Boulevard 와 Lemonwood Lane: 부분만 중단. 

가든그로브 교통 경찰들이 교통이용수단을 안내해줄 예정이니 협조부탁드립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Garden Grove Police Department’s Traffic Unit (714) 741-5823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이번 이벤트와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www.ggopenstreets.com, 또는 

@ggopenstreets 페이스북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몇주안에 또 교통 중단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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