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healthy, thriving and engaged LA communities

공원 필요성 평가는 무엇인가요?
LA 카운티는 도시 및 비편입 지역 모두에서 공원과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필요성 평가를
카운티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필요성 평가의 목표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향후 의사 결정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용하는 데 카운티 내 모든 커뮤니티에서
협력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공원 필요성 평가는 기존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자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개선, 확장, 접근성 확대 방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종 보고서는 조사 분야를 결정하고, 조사 지역 내 잠재적인 공원 프로젝트의
비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윤곽을 잡는 데 이용될 예정입니다.

누가 참여하나요?
바로 여러분! 도시 및 비편입 지역을 포함한 카운티 내 모든 커뮤니티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
•
•
•

평가를 완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평가는 각 조사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및 예상 비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이상적인
목록을 제공합니다.
 조사 분야를 통해 카운티 전반에
걸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의 미래
기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원 필요성 평가는 도시 및
비편입 지역의 미래 공원 계획에
도움을 줍니다.
 공원 필요성 평가는 미래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잠재적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독 부서 (Supervisorial Districts)
정부 위원회 (COG)
커뮤니티 기반 단체
커뮤니티 구성원
카운티 부처 및 관련 기관

 지역 기관 및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각 조사 지역에서 커뮤니티 참여 행사를 개최하도록
교육받을 예정입니다.

 결과는 연방 및 주 정부 자원을
활용하고, 현지 자금 조달 결정을
가이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분야는 무엇인가요?
 공원 필요성 평가는 조사 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커뮤니티의 특정 요구를 파악하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운영 위원회는 자문 팀의 도움으로 조사
분야를 식별하는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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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사용되나요?
 운영 위원회는 전체 카운티에 걸쳐 필요성을 비교하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준을 설립했습니다.
 본 기준은 공원 필요성 평가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시립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기준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분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커뮤니티 공원, 근린공원, 소형 공원 및 놀이터를 포함하는 도시 및 카운티 공원
 수영장, 레크리에이션 센터, 체육관 및 스케이트 공원을 포함하는 도시 및 카운티
레크리에이션 시설
 지역 공원
 공동 이용 계약을 체결한 학교 레크리에이션 시설
 홍수 관리 채널 주변 트레일 통로
 공원 외부 통행권을 별도로 소유한 공공 트레일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골프 코스
 공동묘지
 광장 및 공공 미술 설치물
 해변
 학교 (공동 이용 계약을 체결한 레크리에이션 시설 제외)

언제 평가를 시행하나요?
 공원 필요성 평가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5개월에 걸쳐
시행되며 완료됩니다.
LACountyParkNee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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