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April 23, 2015 미주주간현대EB 공원국

“자연은 건강한 우리 일상생활

의 한 부분이라는 소극적인 의미

에서 진 일보하여 환자를 치유하

는 도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Children Hospital 

Oakland에선 환자를 치료하는 방

법 중에 하나로 공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라는 특이한 처방을 내리는 

매우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공원 

방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스트베이공원국 주

최 다민족 커뮤니티 라운드 테이블 

패널리스트로 나온 닥터 누신 라

자니(Nooshin Razani)가 증언했

다. 공원에 가는 것이 일상적인 건

강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치료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와는 매우 다른 공원

의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오클랜드 쇼라인 센터에서 열린 

제3회 다민족 커뮤니티 라운드테

이블 행사에는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 아프리칸-아메리칸 등 다양

한 소수계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석

했다. 이스트베이공원국의 연례행

사로 올해는 Measure CC 준비와 

Park Bond(로버트 로일 EBRPD 

총국장), 공원방문 처방(닥터 누신 

라자니), 취업안내(비스말크 블랑

코), 공원프로그램(자이미 리조티 

커뮤니티 아웃리치 담당자), 공원

안전(사전 Giorgio Chevez 경찰관) 

등 5개 분야에 전문가들의 기조설

명이 있었다.

비스말코 블랑고 인터취업 담당

자는 “올 여름방학 동안 학생 인턴 

쟙 3백 개가 오픈된 만큼 다민족 커

뮤니티 청소년들이 빨리 신청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로버트 도일 총

국장은 “매년 2천2백만 명의 주민

들이 이용하는 62개 이스트베이 

공원에 경찰이 50명에 불과해 이

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증원과 시

설 보강이 불가피 하며, 오는 2020

년 Measure CC가 만기 되는데 이

에 대한 주민들의 연장 승인을 묻

는 주민투표를 조기에 준비해야 한

다”면서 “2004년 통과된 Measure 

CC는 알라미다와 콘트라코스타 카

운티 단독주택 당 년 12달러 세금

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매년 3백만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공원의 안전

과 보수에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동안 공원 내 34의 

화장실과 2백 개 테이블을 만든 것

을 비롯해 새로운 등산로 개발과  

개보수, 1백 에이커 서식처 보호 등 

공원 개보수에 모든 자금이 사용 

되었다”고 덧 붙였다.

Measure CC에서 조성된 자금이 

공원의 공원안전 및 시설확장, 공

공교육 등에 유용하게 사용된 만

큼 2020년 만료연장 투표에 주민

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다민족 

커뮤니티의 언론과 지역사회 지도

자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

조 되었다.

이번 행사를 조직한 모나 코 커

뮤니티 홍보 담당자는 “이번 커뮤

니티 라운드 테이블 행사는 공원

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 시키는 

방안은 물론 자연을 더 잘 활용하

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며 “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 공원국에 많은 

관심을 보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토마스 SF한인

회장, 김옥련 이스트베이노인봉사

회 회장, 이광호 SF한인회 부회장, 

김영일 콘트라 코스타 상공회의소 

회장, 윌리암 김 그랜드 마스터, 욜

란다 김 발레호 시 자매도시 협의

회 회장 들이 참석했다.

토마스 김 한인회장은 “다민족 

커뮤니티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

해 서로 소통하고 지역사회 발전하

는 노력을 함께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말을 했으며 김옥련 이

스트베이 노인회 회장은 “지난해 

이스트베이 공원국 노인 프로그램

에 의거해 이스트 베이 노인회 회

원들이 프리몬트에 있는 아덴우드 

농장을 방문해 동물들을 보고 바

비큐를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

다”고 말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의 진지한 자세한 주최측

의 세밀한 준비 등이 잘 조화돼 매

우 성공적인 행사였다는 높은 점

수를 받고 있다.

공원국은 내년 행사를 위하여 

참석자들로 부터 Feedback을 받

을 예정이며 각 커뮤니티에서 원하

는 건의 사항을 종합해 앞으로 공

원국 사업계획에 참고할 예정이다.

인턴쟙 문의: (510)544-2159 또

는 BBlanco@ebparks.org

다민족 문의; (510)544-2216 

                          <김동열 기자>

Measure CC 만기 연장 주민 승인 준비해야
16일 EB공원국 주최, 제3회 다민족 리더 행사

3백 여 서머 학생 인턴 오픈

▲지오르지오

체베스 경찰관

▲참석자 전원이 라운드 테이블 행사 직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로버트 도일 

EBRPD 총국

장이 Measure 

CC에 관한 배

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EBRPD 

제공)

◀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왼쪽 부터 김영일 CC상공회의

소 회장, 토마스 김 SF한인회장, 이광호 SF한인회 부회

장, 윌리암 김 그랜드 매스터, 욜란다 김 발레호 시 자매

도시 위원회 회장) 

▲김옥련 EB노인봉사회 회장

▲닥터 누신 라자니

▲비스말크 블랑코 인터 담당

◀제이 미 

공원 프로

그램 담당

▲모나 고 커뮤니티 담담관



 

 

 

 

April 23, 2015 

Hyundae Korean News USA 
 

East Bay Regional Park District Informs Communities About Measure CC  

 

 

Oakland - On April 16, the East Bay Regional Park District hosted its third annual Multicultural Community 

Leaders Roundtable attended by 48 leaders from the Latino, Korean, Chinese, and African American 

communities. The event is part of a larger strategy to build awareness and support of the Park District - its 

mission, goals, partnerships and Measure CC. 

 

Dr. Nooshin Razani from Children’s Hospital Oakland spoke about Park Prescription, a partnership with the 

Park District to bring chronically il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o the parks for outdoor activities. “We often 

see nature as a minor part of our daily lives, but it is now increasingly seen as a tool to heal the sick. At 

Children’s Hospital in Oakland, thanks to the Park District, we now take patients once a month to the park as 

part of the treatment regiment,” said Dr. Nooshin Razani. 

 

According to Razani, physicians are more and more looking to nature as a vital tool in restoring and sustaining 

good health, as well as mitigating illnesses like juvenile diabetes and obesity.  

 

EBRPD District General Manager Robert Doyle presented on Measure CC which was first passed in 2004. It is 

a yearly $12 parcel tax that funds public access, wildfir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Park District parklands, 

trails and infrastructures. The tax is paid by residents in western Alameda and Contra Costa counties and 

raises upwards of $3 million annually. The measure expires in 2020. 

 

“Thanks to Measure CC, we built 34 additional restrooms, 200 picnic tables, added to existing trail networks 

and restored some 100 acres of wildlife habitat”, said Doyle. 

 

Staff from various departments talked about their programs such as activity programs for seniors, families and 

schools. Bismarck Blanco, Human Resources staff, informed the leaders about opportunities for youth. “Every 

year we have over 300 summer youth jobs and internship positions. We encourage local youth to apply for 

them. We have info booths at job fairs and events,” said Blanco. 

 

Giorgio Chavez, EBRPD police officer spoke about park safety. Doyle added that there are only 60 police 

officers serving some 65 parks that make up the Park District. He added that, with over 22 million visitors per 

year, there is a need to beef up security and safety measures at the parks. He also encouraged park users to 

observe park rules and regulations and to always go with a buddy. 



 

 

 

 

Community Relations Manager Mona Koh said, “We are delighted that the leaders continue to come every 

year to this Roundtable to connect with our parks and initiatives; to promote parks as a vital part of personal 

and community health; to inspire each other and to collectively generate ideas on how to make park usage 

more open and accessible to their communities.” 

 

“This meeting allowed us to hear from other communities. It gives us an opportunity to bring these ideas back 

to share with the Korean community,” said Thomas Kim, director of the East Bay Korean Community Center.  

 

“Last year EBRPD sponsored a tour for 45 Korean seniors at Ardenwood Farm in Fremont. We had a very 

fun and dynamic time there. We enjoyed the animals, train ride and activities.” said Joanna Ok Yeon Kim-

Selby, head of the East Bay Korean Senior Center.  

For more information on the youth internship, please call: 510 544 2159 or email: bblanco@ebparks.org 

 

For information on community outreach, please call: 510 544 2216 
 

 

CAPTIONS:  

 Attendees sharing a moment of laughter following the roundtable discussion 

 Mona Koh, Community Relations 

 Joanna Ok Yeon Kim-Selby, head of the East Bay Senior Center 

 EBRP General Manager Robert Doyle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easure CC with leaders 

 Jaimee Rizzotti, Community Outreach 

 Dr. Nooshin Razani, Children’s Hospital Oakland 

 Korean community leaders (l to r): Young Il Kim, Thomas Kim, Kwang Ho Lee, William Kim, Yolanda Kim 

 Park Police Officer Giorgio Chavez 

 Bismarck Blanco, H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