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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윅 골프장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

윌로윅의 미래를 그리다!

듣기
워크샵 #1

8월 30일

주민의 아이디어와 
요구, 목표를 
탐구합니다.

오후 6시~8시 오후 6시~8시 오후 6시~8시 오후 6시~8시

Goodwill Industries
410 N. Fairview St.

Santa Ana, CA 92703

구상하기
워크샵 #2 워크샵 #3

9월 27일 10월 2일

경제적 및 시장 영향력을 탐구하고, 윌로윅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구상합니다. 

평가하기
워크샵 #4

10월 25일

이전 워크샵에서 
제시된 정보에 따라 

발전된 대안적 개념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Spurgeon 
Intermediate School

2701 W. 5th St.
Santa Ana, CA 92703

Spurgeon 
Intermediate School

2701 W. 5th St.
Santa Ana, CA 92703

Buena Clinton Youth 
and Family Center
12661 Sunswept Ave.

Garden Grove, CA 92843

가든그로브와 샌타애나 시는 윌로윅 골프장 
재개발을 위한 비전 계획 구상에 도움을 얻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협업과 의견으로 도출된 개념적 토지 사용 
옵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비전 플랜은 
윌로윅에 대한 개발 계획의 입찰공고에 사용될 
것입니다. 

비전 수립 과정에서는 윌로윅이 주민에게 
최선의 봉사와 풍요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합니다. 비전 플랜은 주민이 주도하는 
요구, 목표, 아이디어 및 피드백을 취합하여 
구상됩니다. 더 많은 의견이 공유될수록 결과는 
더 좋아집니다! 주민과의 협동은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어떤 활동과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 변화하는 상황과 추세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샌타애나와 가든그로브의 풍부한 유산과 환경을 
기념할 수 있을 것인가?

비전 플랜 소개



가든그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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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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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gcity.org/econdev/envision-willowick

샌타애나

윌로윅 골프장은 샌타애나 시의 5번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샌타애나 강 근처의 5번가 
3017 W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시의 소유로서, 이곳에는 18
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동쪽으로 
샌타애나 강, 북쪽으로 퍼시픽 일렉트릭
(PE) 통행로와 인접해 있으며, 가든그로브의 
부에나클린턴 마을과 맞닿아 있습니다. 
샌타애나 강을 건너 동쪽으로 스퍼전 중학교와 
스퍼전 공원이 있습니다. 골프장의 서쪽으로 
샌타애나의 산타 아니타 마을이 있습니다. 
정남쪽으로는 세자르 차베스 캄페시노 공원이 
있습니다. 

참여하세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이 비전 플랜의 
토대가 됩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개념과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에 참석해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개발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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