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il Maintenance Day to Celebrate Cultural Diversity  
in Garin Regional Park. Saturday July 14th 2012. 

 

News article on July 19th published in Hyundae Korean News USA.  

Mr Kim, publisher of Hyundae Korean News, brought 25 members of the Northern California 
Korean-American Alpine Club to volunteer at this Ivan Dickson Trail Maintenance project 
organized by Trails Development Programs, Land Division in partnership with REI. REI 
presented a check of $45,000.00 for the Trail Maintenance program. A total of 70 volunteers 
worked that day. 

Event was organized by Sean Dougan, Suzanne Wilson and Jim Townsend, Trails Develop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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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산악회(이하 산악회 / 회

장 김완회) 는 지난 14일 정기산행 

대신 이스트베이 공원국(EBRPD) 

관할 헤이워드 개린공원(GARIN 

REGIONAL PARK) 등산로 개보수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했다.

북가주산악회 회원 25명을 포

함해 총 80여명이 참가한 이번 봉

사활동은 3개조로 나누어 등산로 

개보수 및 나무절개 등 등산객의 

안전과 우기에 대비한 수로를 만드

는 작업에 참가했다.

김완회 회장은 “그 동안 등산을 

즐기기만 했지 실제 등산로 개보수 

봉사활동은 협회차원에서 처음으

로 참가했다”면서 “좀 더 빨리 봉사

했어야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었

지만 회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해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원국 직원들도 우

리 회원들의 참가를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사전 봉사활동 준비에 만

전을 기해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덧 

붙였다. 이날 참가한 한 아시안은 “

그 동안 한국 TV드라마와 노래를 

즐겼는데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함

께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즐거

웠다”며 “한국 사람들은 놀기도 잘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하는 매우 역

동적인 모습을 보여 우리 커뮤니티

에 좋은 귀감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스트베이 공원국은 봉사자들

과 함께 산하에 있는 62개 공원 개

보수 작업을 연중무휴로 전개하고 

있으며 등산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

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한인들과 함께 작업을 한 

직원은 “한국인 등산팀과 처음 하

는 작업이었지만 너무나 열심히 일

을 해서 어떻게 감사의 뜻을 전해

야 할지 모르겠다”고 특별히 감사

를 표했다.

오전 8시 30분 개린공원에 집결

해 곡갱이와 보수 특수 삽을 받은 

봉사자들은 등산로에 배수가 잘 되

도록 등산로를 비스듬히 깎아 내리

는 힘든 작업을 했다.

회원들은 “즐긴 만큼 산에서 봉

사하니 마음이 즐겁다”고 말했다. 

특별히 여성 회원들은 몸을 안 

사리는 힘든 작업에 참가 해 주위

에 좋은 본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앞서 등산 및 

스포츠용품 프랜차이즈 매점 REI 

Don Seto매니져가 공원국의 활동

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공

원파운데이션에 4만5천달러를 전

달하는 기증식도 가졌다. 북가주 

산악회(초대 회장 이형순)는 2008

년에 창립돼 그 동안 많은 한인들

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타지

역 산악회 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북가주 지역에 등산 붐을 유

도하기도 했다. 북가주 산악회는 매

월 2째와 4째주 토요일 마다 산행

을 가고 있다.

전문 산악회가 아닌 동호인 모

임 수준으로 참가를 원하는 한인

들은 (415)516-3932(김완회 회장) 

또는 (510)635-2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열 기자>

“즐긴 만큼 산에서 봉사하니 마음이 더 즐겁다”
14일, 북가주산악회 헤이워드 개린공원에서 봉사활동, 등산로 개보수 작업에 참가

지난 14일 헤이워드 개린공원 등산로 개보수 작업에 참가한 자원 봉사자들. 북가주산악회 회원 25명도 참가해 활

발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등산로 계단 확장 정비를 하고 있다.이날 등산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 참가한 전체 자원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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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산악회 김완회 회장이 이스트공원국 레인저들과 함께 환담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로부터 모나 고 사업분석관, 트레일 매니져 짐 타운센드, 김완회 회장, 션 더건 트레일 플래너)

등산 및 스포츠용품 프랜차이즈 REI Don Seto매니저(왼쪽에서 3번째)가 공원국의 활동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공원파운데이션에 4만5천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14일(토) 오전 9시 헤이워드 개린공원에서 간단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지시를 

받은 90여명의 자원동사자들이 곡갱이와 특수장비를 들고 지정된 작업장으로 

향하기 직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후 공원국에서 제공한 브리토와 스낵, 음료수를 즐거운 점심식사를 즐기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산악회 대원들이 트레일 플래너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고 있다. 등산로를 개보수하고 있는 산악회 대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