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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1,620만 달러의 오션 파크웨이 해안 산책로 공용 길 확장 프로젝트 발표  

  

인기 있는 롱아일랜드 해안 경로 10마일 연장 예정  

  

사이클리스트, 보행자를 해변과 공원으로 연결하는 길  

  

 여기에서 확인 가능한 렌더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나소 카운티 오이스터 베이 지역과 서퍽 카운티의 바빌론과 

아이슬립 지역의 오션 파크웨이 해안 산책로 공용 길의 마지막 구간을 건설하기 위한 

1,620만 달러의 프로젝트 개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사이클리스트, 보행자, 

달리는 행인 및 스케이터의 안전을 강화하고, 녹색 교통을 활성화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롱아일랜드의 해변과 주립 공원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션 파크웨이 해안 산책로는 사이클리스트, 

달리는 행인, 보행자에게 야외로 나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 지역이 

제공하는 여러 야외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롱아일랜드를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의 해안 경로를 

따라 형성된 유명한 공용 길을 확장하여 접근을 높이고 관광을 촉진할 것입니다. 

10마일을 더 확장하여 나소 카운티와 서퍽 카운티의 마지막 구간을 완성할 것이며, 이는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자전거, 달리기, 걷기 및 기타 레저 활동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홍보하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며 경제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기초합니다."  

  

오션 파크웨이 해안 산책로의 마지막 구간은 파크웨이의 북쪽에 있는 기존 길을 

연장하여 현재 토베이 비치의 끝에서 캡트리 주립 공원까지 10마일 더 확장됩니다.  

  

롱아일랜드의 해안선에 서식하는 수백 개의 새로운 초목(예: 해변 잔디, 상록수, 베이베리 

식물, 비치 자두)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심어집니다. 그늘이 있는 휴게소가 길을 따라 약 

3마일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롱아일랜드 해변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새로운 식물과 

https://www.governor.ny.gov/sites/governor.ny.gov/files/atoms/files/Ocean_Parkway_Greenway_Renderings.pdf


지역 야생 동물을 소개하는 정보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표지판은 사용자를 안내하고 

인근 공공시설까지의 거리를 보여 줍니다.  

  

이 길은 미국인 장애인 법에 따라 이전 구간에서 사용한 부드러운 아스팔트 라이딩 

표면을 확장하며 표준 차선 표시와 표지판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존 보행자 통로 위에 

있는 교량은 현장 밖으로 미리 제작되어 현장에서 건설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공사 가능합니다. 케이블 가이드 레일은 산책로로부터에서 오션 

파크웨이를 분리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안전한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도로의 곡선과 같은 교통 정온화는 진입로에서 자전거 사용자의 속도를 늦추고, 

표지판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횡단 신호를 알려줍니다. 길고 비치, 시더 비치 마리나, 

캡트리 주립 공원에 새로운 자전거 주차 공간이 설치됩니다.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2017년 10월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원, 휴양 및 역사 보존 사무소(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와 공동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자전거 클럽과 시민 단체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교통부 및 공원은 이 지역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지역 장벽 해변 공동체와 계속 협력했습니다. 이 길은 기존 파크웨이 오른쪽 내에 

전부 건설되며 주거 지역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완화하여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파이핑 플러버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기존 식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수위 상승으로부터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야생 동물을 기르기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새 둥지 상자가 길에서 떨어진 위치에 

설치됩니다.  

  

여름 해변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해 노동절 주말 이후에 주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완공은 2021년 여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션 파크웨이 해안 산책로를 확장하면 롱아일랜드에 지난 10년간 구축된 공용 길의 

20마일 이상의 성장 네트워크에 추가됩니다.  

  

지난 지난봄, Hochul 부지사는 존스 비치의 상징적인 보드 워크를 통해 기존 산책로와 

연결되는 보초도의 웨스트엔드에 4.5마일을 확장한 존스 비치의 또 다른 공용 길 개통을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했습니다. 1억 3천만 달러의 복원력 및 안전 향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9년 말까지 나소 카운티 헴스테드 지역의 나소 고속도로(주도 878)를 따라 

새로운 경로가 완성될 것입니다.  

  

Marie Therese Dominguez 교통부 커미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션 파크웨이 

해안 산책로 확장은 더 많은 사이클리스트, 보행자 및 달리는 행인이 야외 활동을 즐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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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130-million-state-route-878nassau-expressway-improvement


롱아일랜드의 해변과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자동차 사용에 대한 

친환경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공용 길 네트워크에서 주에서 가장 큰 주립 공원인 두 

공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rik Kulleseid 주립 공원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용 길 네트워크의 확장은 

롱아일랜드의 해변과 주립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오션 파크웨이 해안 산책로 공용 길의 최근 확장과 관련하여 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더 많은 주립 공원과 주민을 연결합니다."  

  

John Brooks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이 아이디어를 '추진해 

왔고, 드디어 이를 실행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의 야외 활동 

애호가를 위한 중심이 되는 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러한 확장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 프로젝트의 획기적인 성장은 존스 비치에서의 야외 활동 증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롱아일랜드의 사이클링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에 

부응합니다."  

  

Phil Boyle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용 길' 조성 작업을 하는 데 있어 

Cuomo 주지사, Schaffer 감독관, 뉴욕주 교통부의 훌륭한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뉴욕 주민이 이 길과 우리 해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미래의 테이프 커팅식을 기대합니다."  

  

Michael LiPetri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션 파크웨이 해안 산책로 공용 길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되고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쁩니다. 이 14.4마일 길을 완료하면 

롱아일랜드 주민들에게 독특한 해안 자원을 즐기고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접근,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해변 주택 소유자 및 지역 사회 지도자와 협력해 주신 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공용 길을 앞으로 수년 동안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Andrew Garbarino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완성된 해안 산책로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롱아일랜드의 해안선을 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오션 파크웨이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해 준 주지사님과 

교통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Laura Curran 나소 카운티 행정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소 카운티는 특히 

공원과 해변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달리기, 걷기 또는 스케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션 파크웨이 해안 산책로 공용 길의 

확장을 완료하기 위해 힘써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합니다."  



  

Steve Bellone 서퍽 카운티 행정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사우스 

쇼어 풍경을 더욱 멋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을 줄이고 롱아일랜드 주민을 위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합니다. 우리 레저 자산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안전한 접근성 확보에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oseph Saladino 오이스터 베이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션 

파크웨이를 따라 가는 길은 우리 주민에게 훌륭한 레저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를 여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독특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롱아일랜드의 아름다운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남쪽 해안 해변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경험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ichard Schaffer 바빌론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운 이사회와 저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에서 롱아일랜드 남해안에 계속 투자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션 파크웨이 해안 산책로 공용 길은 바빌론 지역 주민들에게 

오버룩, 시더, 길고 비치의 아름다운 해변 시설 사이를 멋진 풍경을 보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Angie Carpenter 아이슬립 타운 슈퍼바이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슬립 타운 

감독관으로서, 저는 오션 파크웨이 해안 산책로 공용 길 확장에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해안가는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수로를 즐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운전자는 작업 구역에서 보수 및 건설 차량을 포함하여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황색, 

초록색 불이 켜진 차량이 접근하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양보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차선 양보법(Move Over Law) 및 주 정부가 고속 도로 건설 구역에서 

작업자와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하는 일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ny.gov/workzonesafety를 방문하십시오.  

  

자동차 운전자가 작업 구간에서 과속할 경우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2005년의 공사 구간 안전법(Work Zone Safety Act)에 따라, 공사 구간 내에서 

2회 이상 과속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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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무료 511NY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트위터에서 뉴욕주 교통부(DOT)를 팔로우하세요. @NYSDOT 및 @NYSDOTLI. 

페이스북 웹 페이지 facebook.com/NYSDOT로 확인해 보십시오.  

http://www.ny.gov/workzonesafety
https://protect2.fireeye.com/url?k=862ecc56-da166aeb-862c3563-000babd9fa3f-2c2a95948cf3b4e9&q=1&u=http%3A%2F%2Fwww.511ny.org%2F
http://www.twitter.com/nysdot
http://www.twitter.com/nysdotli
http://www.facebook.com/NYS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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