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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강릉본부, 가뭄피해 태백지역에 생수 전달
강원본부와 강릉본부는 3월 20일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들의 식
수, 생활용수 등이 절대 부족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지
역을 직접 방문, 1톤 트럭 5대분의 생수 2,400병(2리터)을 전달했
다. 현재 태백시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평상시의 54%정도만 수돗
물이 공급되고 있으며, 하루 3시간 제한급수가 세 달 가까이 이어지
고 있는 상태다. 겨울가뭄으로 광역 상수원인 광동댐의 저수량이 급
격하게 줄기 시작한 지

봉사활동 이모.저모.

난 1월 6일부터 태백
지역 주민을 위해 전국

친절, 희망, 사랑의3개조로나누어매월둘째주와넷째주목요일마다할아버지할머니들을위한밥퍼봉사활동을펼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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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에서 보내준‘사랑

경
남
본
부

전입직원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

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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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에서 3월 17일 실시한 노인무료급식소 설거지 봉사에 금번
정기인사로 전입한 김성주 팀장 등 5명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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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봉사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전입직원들은 금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희망의 성금을

의 생명수’는 모두

경남본부는 3월 24일 사회복지법인‘혜림학원’
을 방문하여 성금을

304만 4,424병에 달

전달하였다. 36명의 원생이 생활하고 있는 혜림학원은 6.25 동란으

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억 9000여만 원이 된다. 경기침체로 가뜩

로 사회 혼란과 궁핍때문에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거

이나 서민들의 경제가 메말라 있는 상황에 가뭄까지 겹쳐 힘들어 하

리에서 배회하는 고아 10명을 보호하면서 시작된 단체이다. 교육을

는 태백지역 주민들에게 우리본부의 생수지원이 위기를 넘기는데 조

통해 건전한 인격인으로 성장시켜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원장님을 포함하여 13명의 직원이 헌신하고 있었다. 어려운 환경속에

자원봉사를 몸소 실천하며 큰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여러 봉사활

서도 꿋꿋하게 자라는 원생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우리들의 정을 조금

동에 참여하여 부산지역의 불우이웃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나눔을

이라도 보태는 소중한 자리였다.

실천할 것이라 전했다. 부산본부에서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용두산공
원내 정수사에 위치한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심원을 다녀와서

이외에도 영도 천성재활원 봉사와 조손가정 아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

경남본부 직원 26명은 3월 28일 창원 노인요양시설인‘성심원’
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갔다. 우리 직원들은 삼삼오오 조를 이뤄 방과 복도 등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또 소독과 함께 냄새 제거를 위해서 2층 홀을 손걸
레에 소주를 묻혀 구석구석 닦았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쯤엔
약간의 취기가 돌 정도로 열심히들 청소하였다. 실내 청소를 끝내고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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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자원봉사 활동
충북본부는 3월 12일과 26일 이틀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주시 노
인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밥퍼’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직원
들은 급식이나 노인분들에게 식판 갖다드리는 일, 설거지 등을 맡고
있는데 한참 바쁠 때는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바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이다. 배식봉사 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지난
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낯이 익은 어른들의 안부를 묻
는 등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다. 충북본부 직원들은 친절, 희망, 사랑
의 3개조로 나누어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마다 할아버지 할머

밭엔 도라지를 심기 위해 밭을 갈았다. 성심원의 정원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우리들의 보람찬 마음마냥 봄기운이 완연하였다.

강
남
본
부
이
선
구
통
신
원

강남본부의 사랑 나눔 행사
강남본부는 3월 5일 대부분 90세 전후의 무의탁 할머니들이 공동 생
활하는 강남구 포이동 소재 성바오로의 집을 방문하여 성금과 사랑나
눔회(강남본부 자원봉사모임)가 마련한 세제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
하였다. 성바오로의 집 운영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즈음 마음과 발
길이 잘 닿지 않는 시기에 2009년도를 맞아 처음으로 한국은행에서
방문해 주신다는 소식에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고 기뻐했다.

니들을 위한 밥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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