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1년 3월 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오션 파크웨이 코스탈 그린웨이의 최종 구간이 예정보다 3개월 앞서 

완공되었다고 발표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로 오늘부터 운영 시작  

  

공용 통행로가 예정보다 빨리 완공되어 존스 비치 배리어 섬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 가능  

  

사진 확인은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션 파크웨이 코스탈 그린웨이(Ocean Parkway 

Coastal Greenway)의 최종 구간인 세 번째 구간이 완공되어 현재 자전거, 달리기, 

스케이트, 보행자 등이 아름다운 워터프론트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0월 주지사가 처음 발표한통행로 마지막 구간의 완공은 오이스터 베이 타운의 

토베이 비치(Tobay Beach)에서 베이비론 및 아이슬립 타운의 캡트리 주립공원(Captree 

State Park) 간의 약 10 마일 거리를 연결합니다. 해당 공사는 2020년부터 온화하고 

건조한 기상 상황으로 인해 일정보다 3개월 먼저 완공되었습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는 

오늘부터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관광 산업 및 주정부 인프라에 기록적인 

투자를 단행하여 롱아일랜드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3개월 앞서 완공되었다는 것은 롱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역사를 집중 조명하면서 롱아일랜드에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 대안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션 파크웨이 코스탈 그린웨이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구간의 건설 완료에 따라 존스 

비치 배리어 아일랜드(Jones Beach Barrier Island) 전체를 아우르는 공용 통행로 건설을 

목표로 한 8년 간의 작업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린웨이의 첫 번째 구간은 2013년에 완타 

주 파크웨이(Wantagh State Parkway)를 따라 엘렌 파란트 메모리얼 바이크웨이(Ellen 

Farrant Memorial Bikeway)에서 존스 비치 브로드워크(Jones Beach Boardwalk)까지 

연결합니다. 존스 비치에서 토베이 비치를 연결하는 두 번째 구간 공사는 2014년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통행로는 베리어 아일랜드 서쪽의 존스 비치 공용 레저 

통행로(Jones Beach Shared Use Leisure Path)를 연결합니다. 이 공사는 2019년 

예정보다 일찍 완공되었습니다.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cean_Parkway_Coastal_Greenway_Path_Extension.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cean_Parkway_Coastal_Greenway_Path_Extension.pdf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cean_Parkway_Coastal_Greenway_Path_Extension.pdf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162-million-extension-ocean-parkway-coastal-greenway-shared-use-path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162-million-extension-ocean-parkway-coastal-greenway-shared-use-path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early-completion-shared-use-leisure-path-jones-beach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early-completion-shared-use-leisure-path-jones-beach


 

 

  

통행로 이용자들은 그레이트 사우스 베이(Great South Bay)와 뉴욕시 스카이라인을 

비롯해, 비치 그래스, 상록수, 월계수, 비치 플럼 등 롱아일랜드 자생 식물 가득한 

롱아일랜드의 초원을 감상하는 한편, 꿀벌과 모나크 나비(Monarch Butterfly) 복원 노력 

등 양봉업의 기반인 야생화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통행로에 설치된 

특별한 교육 자료를 통해 롱아일랜드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통행로 이용자 및 운전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설치하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도로에 

위치한 신규 보행자용 횡단시설을 눈에 잘 띄도록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통행로 커브, 초록색을 사용한 횡단보도, 통행로에서 오션 파크웨이 사이의 리플렉티브 

케이브 가드레일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통행로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되었습니다. 길고 비치(Gilgo Beach), 시더 비치 

마리나(Cedar Beach Marina), 캡트리 주립 공원 등에 통행로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자전거 주차 공간이 설치되었습니다. 표지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인근 

공공 시설까지의 거리를 알려줍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예정보다 이른 완공은 뉴욕의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뉴욕주의 약속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계속 지켜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린웨이의 최종 구간이 예정보다 빠르게 완공되어 모든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롱아일랜드 전역에 

이번 공사를 비롯해 기타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주립공원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해안선을 

경험하는 것은 뉴욕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야외 체험 중 하나입니다. 오션 

파크웨이 코스탈 그린웨이 공용 통행로가 예정보다 빠르게 완공된 것에 대하여 Cuomo 

주지사 및 굩오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는 자전거, 달리기, 보행자 등이 

안전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존스 비치 주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스커버 롱아일랜드(Discover Long Island)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Kristen 

Jarnagi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관광 산업은 연간 63억 달러 규모이며, 

전 세계에서 롱아일랜드의 세계적 수준의 해변과 광범위한 야외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바다를 앞에 둔 새로운 야외 명소가 완공됨으로써, 오션 파크웨이는 

기타 트레일과 연결되며, 맨해튼의 스카이라인과 존스 비치 등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사랑할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운전자는 작업 구역에서 속도를 늦추고 책임감 있게 운전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작업 

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업 구역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신 이동 정보가 필요하시면 511에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511NY.org를 방문, 

혹은 무료 511NY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트위터(Twitter)에서 @NYSDOT 및 @NYSDOTLI로 NYSDOT를 팔로우하세요. 

페이스북 웹 페이지 Facebook.com/NYSDOT로 확인해 보십시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68b5287-29106b9c-7689abb2-0cc47a6d17e0-d5ab70bdc5c33e56&q=1&e=909a2aa4-4a81-4f0d-9181-9d3794729b11&u=http%3A%2F%2Fwww.511ny.org%2F
http://www.twitter.com/nysdot
http://www.twitter.com/nysdotli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ee1374d9-b1884dc2-ee118dec-0cc47a6d17e0-df39f3463b2405e4&q=1&e=909a2aa4-4a81-4f0d-9181-9d3794729b11&u=http%3A%2F%2Fwww.facebook.com%2FNYSDOT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0fd128b3-504a11bd-0fd3d186-0cc47aa88e08-7cbdb6347e58016d&q=1&e=ab653120-0e1d-4935-9220-1caf09dc6624&u=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61FAA0E56EA252D18525868D00715985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