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erience
Outdoors
with San Diego County 

Parks and Recreation

하나의 이니셔티브 + 세 개의 캠페인 
샌디에이고의 인지도, 포용력, 형평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Rad Regional Parks 시리즈는 한 달에 한 공원을 지정해 모든 Rad Regional Parks 시리즈는 한 달에 한 공원을 지정해 모든 
재미있는 활동과 이벤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DPR의 23개 재미있는 활동과 이벤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DPR의 23개 
지역 공원에 집중합니다. 그달의 공원은 주차 요금이 면제되고 지역 공원에 집중합니다. 그달의 공원은 주차 요금이 면제되고 
레인저들이 수집할 수 있는 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레인저들이 수집할 수 있는 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목록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목록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DPR은 San Diego Mountain Biking Association, REI San DPR은 San Diego Mountain Biking Association, REI San 
Diego, the City of San Diego 이외에도 다수의 파트너사와 Diego, the City of San Diego 이외에도 다수의 파트너사와 
협력해 여섯 곳의 카운티 공원에 초급, 중급, 고급 수준의 협력해 여섯 곳의 카운티 공원에 초급, 중급, 고급 수준의 
트레일을 갖춘 산악용 자전거 챌린지 8개를 개발했습니다. 이 DIY 트레일을 갖춘 산악용 자전거 챌린지 8개를 개발했습니다. 이 DIY 
캠페인에는 월간 모임, 경품, 장비 대여의 기회가 포함됩니다.캠페인에는 월간 모임, 경품, 장비 대여의 기회가 포함됩니다.

_

이 고객 중심의 실습 교육 시리즈는 초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객 중심의 실습 교육 시리즈는 초심에서 시작됩니다. 
공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장비와 옵션 교통편, 번역 공원 직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장비와 옵션 교통편,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하이킹, 자전거, 캠핑, 낚시, 카약, 암벽 서비스가 제공되는 하이킹, 자전거, 캠핑, 낚시, 카약, 암벽 
등반과 같은 주요 야외 활동을 배워보세요.등반과 같은 주요 야외 활동을 배워보세요.

sdparks.org/experienceoutd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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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카운티는 미국에서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미국에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곳입니다. 카운티에서 다양한 곳입니다. 카운티에서 
관리하는 공원과 보호구역은 이러한 관리하는 공원과 보호구역은 이러한 
다양성 덕분에 모든 지리적 속성이 다양성 덕분에 모든 지리적 속성이 
있는 탄탄한 공원 시스템을 통해 있는 탄탄한 공원 시스템을 통해 
모든 연령, 관심, 능력의 방문객을 모든 연령, 관심, 능력의 방문객을 
참여시키고, 교육하고, 즐거움을 참여시키고, 교육하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제공되는 수십 가지 선사하는 제공되는 수십 가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즐길 수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공원 및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공원 및 
레크리이션부(DPR)는 공원 방문에 레크리이션부(DPR)는 공원 방문에 
장벽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람들이 장벽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머무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수료 면제, 무료 대여 및 교통편, 수수료 면제, 무료 대여 및 교통편, 
번역 지원을 통해 직원들은 봉사 번역 지원을 통해 직원들은 봉사 
활동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세 가지의 새로운 장려하기 위해 세 가지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