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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JONES BEACH와와와와 TOBAY BEACH를를를를 연결하는연결하는연결하는연결하는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OCEAN PARKWAY 공용공용공용공용 도로의도로의도로의도로의 

공사공사공사공사 시작을시작을시작을시작을 알리다알리다알리다알리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새로운 Ocean Parkway Coastal Greenway의 공사 시작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길은 Nassau 카운티의 Jones Beach 주립공원과 Tobay Beach를 연결하는 3.6 

마일의 공용도로입니다. 380만 달러의 이 프로젝트는 Nassau 카운티에 자리한 비치 커뮤니티 간에 

중요한 연결점을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Jones Beach 주립공원과 Tobay Beach를 연결하는 새로운 공용 도로가 건설되면 뉴욕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롱아일랜드 해변이 지닌 천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Ocean Parkway Coastal Greenway는 방문객들이 Wantagh와 Tobay Beach 

사이를 도보 또는 자전거로 지나갈 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Nassau 카운티의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도모를 위한 활동에 또 다른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뉴욕주 교통부는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보존 담당실, Town of Oyster Bay, 공무원 및 

커뮤니티 단체와 함께 우리의 멀티-모덜(multi-modal) 교통 시스템에서 자전거 도로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담은 또 다른 독특한 여행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뉴욕주 

교통부(NYSDOT)의 Joan McDonald 장관이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자, 달리는 사람, 걷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이 뛰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롱아일랜드의 천혜의 자연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6백만명 이상이 찾는 Jones Beach는 이곳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라고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보존 담당실의 Rose Harvey 장관이 말했습니다. 

“대서양에 자리한 이런 관광지에 이처럼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와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앞으로도 계속 공원을 

중요시할 것이며, 교통부는 모든 분들이 이 멋진 곳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멋진 파트너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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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Ocean Parkway Coastal Greenway는 Ocean Parkway의 북쪽에 건설 중에 있으며, 이 공사로 

Park’s Parking Field Five에 있는 최근에 완공된 Jones Beach 접근로가 동쪽으로 3.6 마일 떨어진 

Tobay Beach 주차장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자전거 애호가들과 보행자들은 

Wantagh 공용 도로 초입에 있는 Cedar Creek Park에서 Jones Beach 시설을 지나 안전하게 포장된 

Greenway에 자리한 총 8.8 마일의 Tobay Beach까지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Greenway는 폭이 13 피트로 미국의 장애인법의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들을 Ocean 

Parkway 교통으로부터 보호하는 케이블 가이드레일도 설치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Tobay Beach에 멋진 조경, 교육용 표지판, 정보 제공용 키오스크, 벤치, 24대의 자전거 보관시설도 

포함될 것입니다. 도로 이용자들도 베이 및 바다 비치, 레스토랑, 운동장을 포함한 Tobay 비치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Charles J. Fuschillo, J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자전거 이용자, 달리는 사람, 걷는 

사람들이 이미 Wantagh 공용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Ocean Parkway를 따라 계속 

이용하고 아름다운 남쪽 해안선을 즐기며 Tobay Beach에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Ocean Parkway 

Coastal Greenway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멋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교통부에서 이를 

추진해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David G. McDonough 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완공으로 롱아일랜드 주민은 

여러 섬들과 아름다운 해변을 연결해주는 8.8 마일의 포장 도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 McDonald 장관, Harvey 장관께 감사 

드립니다.”  

 

Joseph S. Saladino 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손된 인프라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해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곳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일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일조할 것입니다.”  

 

Nassau 카운티 장인 Ed Mangan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달리는 사람, 걷는 사람, 

가족들이  Nassau 카운티의 남쪽 해안을 따라 자리한 공원에서 레크리에이션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이 새로운 공용 

도로는 Nassau 카운티에 확실한 혜택을 주면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해변 관광지로 가는 교통 

루트를 개선시켜줄 것입니다.” 

 

Oyster Bay Town의 John Venditto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own of Oyster Bay는 뉴욕주 

교통부와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보존 담당실과 파트너십을 맺어 Ocean Parkway를 

따라 안전하고 재미 있는 새로운 여행 방법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이 길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뉴욕주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Tobay Beach에 자신들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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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도 해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우리 타운의 가장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타운은 

허리케인 Sandy의 엄청난 파괴로부터 완전히 복구되었습니다.” 

 

Concerned Long Island Mountain Bicyclists의 Michael Vitti,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따라 

세계적 수준의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만들어주신 NYSDOT에 감사 드립니다.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해변까지 가는 교통도 줄이면서 롱아일랜드의 자전거 관광도 

늘리는 옵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세를 드높여서 롱아일랜드의 녹색 인프라를 창조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더 자주 탈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전거 도로와 

연결로를 만들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건강 증진과 대기오염 감소를 가져다주는 윈윈 

정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해 모든 도로 이용자들에게 이동성 향상을 

제공하는 주지사의 약속의 일환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자전거타기가 금지되어 있는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와 공원도로를 제외한 모든 주립 도로는 실제로 자전거타기를 위한 일부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별히 아름다운 곳을 들자면 Montauk Highway/NY Route 27입니다. 30 

마일에 이르는 이 도로는 Southampton과 Montauk Lighthouse 사이에 자리한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는 NY Route 114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롱아일랜드 North Fork의 Village 

of Greenport와 South Fork의 Village of East Hampton 사이에 자리한 15 마일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롱아일랜드 자전거도로 지도와 롱아일랜드 자전거 시설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511ny.org/rideshare/rideshare.aspx?FolderID=14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자전거타기에 대한 일반 정보는 www.dot.ny.gov/display/programs/bicyc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Intercounty Paving Associates, LLC of Hicksville, Nassau County가 NYSDOT와 계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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