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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농촌편 에디션이란 무엇인가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 공원 및 레크레이션 시설 필요성 평가에서는 전례 없는 범위와 규모로 
도시 및 비편입 지역사회에 있는 기존의 공원과 휴양 시설을 기록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필요한 공원의 범위와 규모, 위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원 필요성 평가는 
2016년 완료된 이래 공원 및 휴양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LA 카운티 공원)에서는 지역 및 농촌편 에디션
(Regional and Rural Edition)이라는 공원 필요성 평가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업데이트를 통해 다음 사항을 포괄적으로 식별하고, 분석하며, 지도로 만들고, 
기록합니다.

지역 공원, 해변, 호수, 트레일, 자연 지역, 녹지 등 지역 지역 
시설의 필요성

안텔로프 밸리, 산타클라리타 밸리, 산타모니카 산맥, 
산타카탈리나 섬에 위치한 농촌 농촌 지역사회 내 공원의 
필요성.

농촌 지역 분석이 왜 필요한가요?
지역/농촌 공원과 휴양 시설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카운티의 필요에 부합하는 현재 및 미래 
시설을 계획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COVID-19 대유행으로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해변, 공원, 
트레일, 자연 지역에서 휴양 및 휴식의 기회를 갖는 등 야외 공공 
공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러한 연구를 
실시하기에 적기입니다.

누가 참여하나요?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안텔로프 밸리, 산타클라리타 밸리, 

산타모니카 산맥, 산타카탈리나 섬에 위치한 농촌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 

 » LA 카운티 공원에서는 MIG 컨설턴트 팀의 지원 및 도움을 받아 
이러한 노력을 선도하고 지역 및 농촌편 에디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술 자문 위원회(TAC)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표 개발, 지역사회 
참여 및 교육, 프로젝트 내 다른 주요 측면의 절차에 대해 알리고 
지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 자문 위원회는 
해변, 공원, 공중 보건, 지역 계획, 교통, 녹지 및 자연 보호, 
지속 가능성, 지리 정보 시스템(GIS)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 지역 당국 및 지역사회 기반 기관은 공중 보건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대로 디지털 회의,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이해관계자 
면담, 기타 행사 등 COVID-19 시기에 맞게 안전하게 지역사회 참여 
노력을 돕기 위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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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농촌 연구 대상 지역에는 안텔로프 밸리, 산타클라리타 
밸리, 산타모니카 산맥, 산타카탈리나 섬에 있는 농촌 
지역사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연구 대상 지역은 2016년 
공원 필요성 평가의 연구 대상 지역 경계, 도시기본계획 및 
기타 토지 사용 계획에 따른 농촌 토지 사용 범주, 구역 지정 
코드에 기술된 지역사회 표준 지구 및 농촌 야외 조명 지구 
경계에 대한 분석 후 결정되었습니다.

농촌 연구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무엇이 농촌 지역 분석에 포함되나요?
농촌 연구 대상 지역에 있는 공원 및 휴양 시설

지역 및 농촌편 에디션이 언제 완료되나요?
2021 년 가을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Sean Woods, Chief of Planning | swoods@parks.lacount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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