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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길 차 없는 행사로 임시 도로 폐쇄
2022 년 4 월 2 일 토요일에 올해의 가든그로브 상상 관련 열린 길 행사로 인해 많은
가든 그로브 도로가 운전자에게 폐쇄됩니다. 2.2 마일의 차 없는 경로는 부룩허스트
스트리트에서 명예훈장 자전거 보행자 통행로의 넬슨 스트리트까지, 그리고 넬슨 스트리트에서
아카시아 파크웨이의 8 가까지 이어집니다. 이 무료 행사를 위해 경로를 따라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석자의 안전을 위해 가든 그로브 경찰국 교통부는 2022 년 4 월 2 일 토요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8 시 30 분까지 다음 거리를 폐쇄합니다.


아카시아 파크웨이: 넬슨 스트리트와 9 가 사이 폐쇄.



넬슨 스트리트: 펄 스트리트와 스탠포드 애브뉴 사이에서 폐쇄됨.



메인 스트리트(오전 7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폐쇄): 가든 그로브 불바드와
스탠포드 애브뉴 사이 폐쇄.



유클리드 스트리트: 가든 그로브 불바드와 스탠포드 애브뉴 사이 북쪽 방향 폐쇄.



유클리드 스트리트: 가든 그로브 불바드와 램슨 애브뉴 사이 남쪽 방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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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 센터 드라이브와 7 가: 가든 그로브 불바드와 아카시아 파크웨이 사이에서 폐쇄됨
(거주지 진입만 허용).



8 가: 가든 그로브 불바드와 아카시아 파크웨이 사이에서 폐쇄됨.
다음 거리는 2022 년 4 월 2 일 토요일 오전 7 시부터 오후 8 시 30 분까지 감속

구역입니다.


스탠포드 애브뉴: 넛우드 스트리트에서 넬슨 스트리트까지 감속.



넛우드 스트리트: 스탠포드 애브뉴와 램슨 애브뉴 사이에 감속.



램슨 애브뉴: 브루크허스트 스트리트와 넛우드 스트리트 사이의 감속.
가든 그로브 경찰국의 교통 부서가 교통을 안내하고 대체 경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장에

있게 됩니다.
열린 길 행사는 오후 2 시부터 6 시까지 열리고 애프터 파티는 유서 깊은 메인
스트리트, 가든 그로브 페스티벌 원형 극장 및 스틸크래프트 가든 그로브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가든 그로브의 다운타운을 강조하기 위한 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에
더 많은 예술을 제공하고, 산책하기 좋은 지역을 더 만들고, 보다 더 건강하고 연결된 삶을
살도록 장려하는 가든그로브 상상 관련(Re:Imagine Garden Grove)의 사명을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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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폐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든 그로브 경찰국 교통 부서(714) 741-5252 로
문의하십시오. 행사 내용 및 업데이트는 Ggcity.org/openstreets 을 방문하시든지
Facebook 에서 @ggopenstreets 을 방문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