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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스트릿 이벤트에 열리는 추가적인 프로그램들과 사회 매체 도전 활동. 
 
 

 편한 운동화, 자전거,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준비하시면, 2017년 4월1일 오후 3시 

부터 6시 까지 열리는2.5 마일 오픈 스트릿 경로를 공짜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든 

그로브 길은 모든 자동차 출입을 금지하고, 오직 걷기, 자전거타기, 그리고 스케이트보딩을 

포함한 모든 비전동식 교통 활동에만 열릴 것입니다. 또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Historic Main Street에서 애프터 파티가 있습니다. 

 

오픈 스트릿 경로(The Open Streets)는 웨스트 길(West Street) 에있는 가든그로브 

블로버드 (Garden Grove Boulevard)서부터 아카시아 파크웨이 (Acacia Parkway), 그리고 

Historic Main Street까지 쭉 연결 될 것입니다. 각 구역, 주요 활동 그리고 상호적 데모 

설명은 아래 포함: 

 구역1 (8th street ): 가내 공업 가든 파티. 자전거가 없으십니까? 구역1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시면,  6미터 가량 발리 축제 국기를 따라 가든테마 

수공업들과, 아이들의 활동, 그리고 아이스커피 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역2 와 3 (Garden Grove Boulevard): 케이블을 이용한 놀이기구(Zip lines) , 4 

미터 길이 돌아가는 놀이기구(Orbitron), 와인 시음회, 그리고 전기 자전거. 



오픈 스트릿 이벤트에 열리는 추가적인 프로그램들과 사회 매체 도전 활동. 
2-2-2 

 

 구역 4 (West Street, Morgan Lane, Dorada Avenue, College Avenue, and 9th 

Street): 이웃 산책로. 루트를 따라 있는 스무개의 집들이 특징으로 포함하는 

재활용된 자전거를 이용한 미술 조형물 관람. 

 구역 5,6,7,8 와 9. (Acacia Parkway):  4인승 마차 대여, 음식 트럭들, 스케이트 

(팝업 스케이트 공원), 반스 신발 차량, 애나하임 덕스 (아이스하키 팀) 스포츠 존, 

경주 기차 창고, 거대 Adirondack 포토존, 암벽, 4D 상호적 분필 아트, Fixie 자전거 

경주, 그리고 강아지 민첩함 쇼와 엑스포.  

 구역10 (Historic Main Street): 애프터 파티, 저녁 6시부터 밤 10시. 락 밴드 “The 

Answer”의 라이브 공연, 맥주 가든, 미술 활동, 그리고 순회 공연자들.  

 

 2017년 4월 1일 토요일까지, 시에서 열리는 사회 매체 도전 활동에서, 친구들과 

페이스북 Garden Grove Open Streets페이지 팔로워분들이 함께 자전거 사진을 개인 

메세지로 나누고, @ggopenstreets 또는 #goopenstreets을 이용 글을 올리시면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제출사항은 Garden Grove Open Streets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share 을 가진 사진 주인에게 상품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승자는 이벤트에서 발표됩니다.  

더 많은 이벤트 세부사항과 업데이트를 원하시면 www.goopenstreets.com 사이트를 

방문 또는 페이스북에서 @goopenstreets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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