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어떤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휴양지가 개장 중입니까?
6 월 4 일 기준, 대부분의 주립 공공 부지는 낮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된 상태입니다.
주지사 Jay Inslee 의 Safe Start 계획에 따라 2 단계로 이동한 많은 카운티의 캠핑장이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2 단계로 이동한 카운티의 주립 공원에서 주가 관리하는 배 선착장과 항구 또한 개장하였습니다.
캠핑장, 공원, 기타 국가 관리 휴양지 현황을 알아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Washington State Parks — 공원 현황

•

Washingt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 폐쇄 및 제한 목록

•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 레크리에이션 휴양지 개장

참고: 2 단계 카운티의 일부 공원은 카운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캠핑용으로 바로 개장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Washington State Parks 는 캠핑장을 재개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이러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Discover Pass 가 있어야 합니까?
예. Washington State Parks 및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DNR)가 관리하는 주립 레크리에이션
휴양지 및 수도 이용 가능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려면 Discover Pass 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지에는 주립 공원, 수도 이용 장소, 문화 유적지, 야생 동물 및 자연 지역, DNR 캠핑장, 산책로 및
트레일헤드, 그리고 모든 DNR 관리 고지 등이 포함됩니다. Discover Pass 는 주립 공원 주간 방문
시에만 필요합니다.
Washingt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WDFW)에서 관리하는 부지 이용 시에도 Discover
Pass 가 필요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냥 또는 낚시 면허를 구매하며 발급받은 Vehicle Access Pass
가 이미 있지 않은 한, 여기에는 수도 이용 장소 및 야생 동물 구역이 포함됩니다.

주립 부지가 폐쇄된 기간에 대해 Discover Pass 를 연장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Discover Pass 에 대한 환불이나 기간 연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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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Discover Pass 요금은 $30 입니다. 일일 패스 요금은 $10 이므로 세 번만 방문해도 연간 패스
요금만큼 이용하는 셈이 됩니다.
12 개월로 나누면 한 달 요금이 $2.5 인 셈입니다. 주립 부지는 3 월 23 일부터 5 월 5 일까지 5 주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폐쇄되었습니다.
주립 공원은 지난 대침체 기간 동안 수익의 급격한 감소에 이어 이번 봄에 극적인 수익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부터 Washington 주립 공원 및 주립 부지를 자주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Discover Pass 를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주립 공원 놀이터는 COVID-19 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됩니다.

화장실이 개방됩니까?
예. 개장된 공원에서는, 개방된 주간 이용 구역 및 캠핑장 개장 구역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소 및 폐쇄된 캠핑장에서는 화장실이 폐쇄되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장비, 물, 비누, 손세정제, 화장지 등을 직접 지참하고,
가져왔던 물품은 모두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공원 사무소는 방문객 센터 및 공원 건물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습니다.
선착장, 정박지, 해양 공원 시설이 개장합니까?
선착장 사용은 허용되며, 정박지는 개장한 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착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해양 주립 공원 화장실은 제한적으로 개방됩니다.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야 하며, 섬에 식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박 정박이 모니터링되거나 규제됩니까? 소형 보트용 해변 정박 구역은 모니터링되거나
규제됩니까?
선박 정박은 COVID-19 로 인한 폐쇄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및 규제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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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가 열려 있고 작동합니까?
주립 공원 내에 몇 개의 펌프가 열려 있습니다.
Washington 내 대부분의 펌프는 공공 및 사설 선착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착장에서 펌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펌프가 작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Washington 내 펌프
위치를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parks.state.wa.us/657/Pumpout
만약 공원이 낮 시간 동안만 개방된다면, 공원은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주간 이용 공원은 일몰 시간에 문을 닫습니다.
캠핑 또는 숙박 예약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환불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폐쇄로 인한 영향을 받는 숙박 방문객: 폐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숙박 방문객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

개장한 캠핑 공원 방문객의 경우 숙박 금액에서 환불되지 않는 두 가지 거래 수수료(예약
수수료 $8-$10 및 취소 수수료 $8-$10)를 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수수료는
온라인 예약의 경우 $8, 전화 예약의 경우 $10 입니다.

현재 캠핑 예약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888) CAMPOUT 또는 (888) 226-7688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캠핑장이 개장하지 않는 공원에 예약해 놓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약이 취소되면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상황 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동안 보여주신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Washington 주립 공원은
방문객 여러분의 휴가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번 여름에 즐겨 찾는 Washington 주립 공원에서
캠핑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하신 날짜의 공원의 캠핑장 폐쇄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될 때까지 방문객
여러분의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방문 날짜 며칠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캠핑장이 폐쇄되어 공원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며 예약 금액을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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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예약 팀 전화번호인 888-CAMPOUT(888-2267688)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혼잡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경우 주립 부지가 폐쇄됩니까?
부지를 다시 개방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공원이나 공원 내 구역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COVID-19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Washington Departments of Fish and
Wildlife(WDFW), Natural Resources(DNR), 주립 공원은 공중 보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한적인
통지 후에 구역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WDFW 에 혼잡, 쓰레기, 야생동물 구역 또는 선박 출항과 관련된 문제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Washingt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웹사이트를 통해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립 공원 청소와 유지 관리를 위해 지금도 자원봉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전면 중단됩니다. 주립 공원은 캠프 호스트와 다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번
여름 말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을 확인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360) 902-8583 으로 Volunteer Program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캐빈과 유르트는 언제 문을 엽니까?
캐빈, 유르트, 러스틱 쉘터는 6 월 30 일까지 새로운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6 월에 다시 문을 여는
캐빈의 경우 기존 예약은 유효합니다.
단체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단체 캠핑장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됩니다.
별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별장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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