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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통해 경제에 대해 배워나가는 것도
즐기고 있다.
“교열 업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자료
를 읽고 주제를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리서치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즐거운 일

자매결연마을 일손돕기 행사

입니다. 새로운 자료를 접하고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일은 언제나 흥미롭지요.”
그는 당행 문서, 언론 보도, 인터넷 검색 등을 업무에 두루 활용하고 있으며 The

Economist 등을 통해서도 경제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한다. 어려운 점도 물론 있다.
한글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담아내는 것과 자연스러운 영
문 표현을 만드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럴 때는 자료의 종류와 목적, 작성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황에 가장 적절한 균형점
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열을 요청할 때 한두 줄이라도 상황 설명을 곁들인다
면 더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가을! 높고 푸른 하늘과 황금 물결이 넘실
대는 논밭을 이따금 쳐다보면서 직원들과 감을 따고
또 땄다. 우리 본부는 일 년에 한 번, 추수의 계절 가
을이 오면 자매결연마을인 청도 금천면 김전리를 찾
아 감따기 일손돕기 행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
툴고 느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따기 요령이
생기고 빛깔 좋은 감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에 뿌
듯함과 보람을 느꼈다.

데릭 씨의 업무가 사무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BIS, G20 국제회의 참석에
동행하여 터키, 중국, 스위스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업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로도 출장 경험을 꼽았다.

저 멀리 바쁘게 움직이시는 주인 어르신의 모습이 보였다. 일이

“국제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바쁠 때는 아들이 주말에 일을 도와주러 오기도 하는데, 며느리

해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국제회의에서의 소통방식, 자주 사용되는 표현 등을 익힌 것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매주 부르지는 못하고 2주에 한 번 부른

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지요. 함께 다녀온 동료들과의 친분도 한층 돈독해졌습니다.”

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 슬며시 웃음이 났다. 어르신은 칠십이
넘은 나이에도 농사일을 계속하게 되어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적
어도 자식한테는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

데릭 씨는 인터뷰 내내 동료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국은행 직원에 대해서

하셨다. 한글로 ‘스트레이트’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정

는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고, 일하면서 호감이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직하게 농사일로 한평생을 일군 어르신의 인생사를 대변해 주는

“팀원들의 환영 덕분에 처음부터 제가 팀의 중요한 일원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료

것 같아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들이 점심, 저녁 식사 제안도 자주 해주어 기쁘게 응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텐데 저와 소통하고자 노력해주는 동료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일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되어 떠나야 하는데, 일을 많이 도와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감을 조금 싸 주셨다. 오랜만에 노동하여 온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직원들과 일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데릭 씨는 마지막으로 “앞

몸이 뻐근했지만, 주인 어르신의 넉넉한 시골 인심을 느끼며 마음

으로 더 많은 직원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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