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 healthy, thriving and engaged LA communities

20년간의 공원 사업 

매년 7천만 명이 LA 카운티의 공원을 방문하고 공원에서 후원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과 후, 주말,  

여름 프로그램으로 공원 시설을 이용하며, 수백만 명의 노인이 인근 노인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LA 카운티 유권자에 의해 통과된 1992년 공원 자금 조달 수단이 곧 만료될  

예정이며, 카운티와 도시에서는 여전히 공원, 레크리에이션 시설과 열린 공간,  

특히 소외 지역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공원과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주 및 연방 자금이 감소하는 동안에도  

LA 카운티는 약 2,000개의 공원 및 열린 공간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으며,  

완료된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328
새로운 아이들의 놀이 공간

350 
레크리에이션, 노인, 커뮤니티 
및 자연 센터 추가 및 보수 

244 
트레일 프로젝트

33,000 
영구적으로 공원 또는 열린 
공간으로 전환된 에이커 (대략) 

110 
수질 및 급수 확장 프로젝트

175 
나무 심기 프로젝트  
(만 그루 수목)

200 
화장실 추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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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LA 카운티 공원 프로젝트 (완료)

디스트릭트 1
• 에메랄드 네클리스 트레일 

(Emerald Necklace Trail)  
개선 및 공원

• 위티어 내로우 리저널  
공원 (Whittier Narrows 
Regional Park) 개선

• 로스앤젤레스 강 프로젝트

• 비스타 허모사 공원  
(Vista Hermosa Park)

• 웰니스 센터 공원 (Wellness 
Center Park) 피트니스 존

• 그랜드 공원 (Grand Park) 
놀이터

• 라 플라자 (La Plaza) 야외 
개선

• 엘 세레노 (El Sereno) 실내 
수영장, 공원 재건

• 엘리시안 공원 (Elysian Park) 
개선

• 벨베데레 공원 (Belvedere 
Park) 수영장

• 오브레곤 공원 (Obregon 
Park) 수영장

• 보스크 델 리오 혼도 공원 
(Bosque del Rio Hondo Park)

디스트릭트 2
• 이스트 랜초 도밍게즈 

(East Rancho Dominguez) 
커뮤니티 및 노인센터 
프로젝트

• 메모리얼 센터 체육관 
(Memorial Center 
Gymansium)

• 볼드윈 힐스 (Baldwin Hills) 
인수 및 개발

• LA 카운티 자연사 박물관 
(LA County Natural History 
Museum)

• 파크 데 플라야 트레일  
(Park de Playa Trail)

• 스톤뷰 자연 센터 
(Stoneview Nature Center)

• 발로나 크릭 (Ballona Creek) 
습지 및 트레일 복원 및 개발

디스트릭트 3
• 할리우드 볼 (Hollywood Bowl) 

리모델링

• 로스앤젤레스 동물원

• 말리부 레가시 공원  
(Malibu Legacy Park)

• 칼라바사스/아고라 힐스 
(Calabasas/Agoura Hills) 
커뮤니티 센터

• 산타모니카 마운틴스 (Santa 
Monica Mountains) 인수

디스트릭트 4
• 세리토스 공원 (Cerritos Park)
• 닥웨일러 비치  

(Dockweiler Beach)
• 프렌드십 공원  

(Friendship Park)
• 카브리요 해양 수족관 

(Cabrillo Marine Aquarium)
• 딜스 공원 (Dills Park)
• 씨사이드 라군  

(Seaside Lagoon)
• 샌드듄공원 (Sand Dune Park)
• 치틱 스포츠 컴플렉스  

& 필드 (Chittick Sports 
Complex & Fields)

• 판테라 공원 (Pantera Park)

디스트릭트 5
• 아카디아 공원 (Arcadia Park) 

수영장

• 플래서리타 캐년 자연 센터 
(Placerita Canyon Nature 
Center)/인수

• 리저널 축구 단지 (Regional 
Soccer Complex)

• 월넛 크릭 (Walnut Creek) 
개선

• 휴즈 (Hughes) 커뮤니티 센터

• 라페트라 (La Fetra) 노인센터

• 라이브 오크 공원  
(Live Oak 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