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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뿐해지고흘린땀방울만큼행복을느낄수있는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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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회, 2009 적십자 바자 참여
한길회(한국은행 임원부인회)는 11월 3일 삼성동 COEX 1층
인도양홀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2009 적십자 바자’
에 참석하였다. 적십자 바자는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고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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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의달콤한늦잠도포기하고봉사활동에나갔지만돌아올때는오히려몸과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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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도 돕고, 고구마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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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모 사회봉사활동

대전충남본부는 10월 9일 1사 1촌 자매결연마을인 공주시 이인면 초

광주전남본부 봉사활동 동아리 따사모 회원은 10월 17일 광주광역시 광

봉리 마을을 방문하여 고구마 캐기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산구에 위치한 성심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갔다. 동 시설은 사랑의 선교회

13명의 직원들이 참가하여 고구마를 캐며 마을의 일손을 거들었다. 올

에서 운영하는 무의탁 노인 요양시설로 현재 6명의 수녀들이 14명의 거

해는 여느 해보다도 날씨가 좋아 고구마 작황이 좋고 맛도 좋다는 마을

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돌보고 있다. 따사모 회원은 성심의 집을 매월 셋

주민들 말에 우리 직원들의 마음도 훈훈해지는 느낌이었다. 고구마를

째 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찾아가 빨래 및 식사 준비를 돕고 있는데 이날은

캐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호미질 사이사이로 탐스런 얼굴을 드러내

천승희 본부장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수녀들만 계시다 보니 남자들의

는 고구마에 직원들은 보람을 느끼며 뿌듯해했다. 또한 직원들은 마을

손길이 필요한 데가 많은데 남자 직원은 주로 힘이 많이 필요한 이불 빨래

에서 구입한 맛있는 호박고구마를 주변 이웃과 친지들에게 선물하는 등

및 건물 주변 청소를, 여자 직원은 점심 식사 준비를 했다. 평소처럼 빨래

훈훈한 인정을 베풀기도 하였다. 대전충남본부는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는 애벌빨래 및 다시 빠는 것으로 나누어 익숙하게 진행하였고 식사 준비

구입, 마을주민 초청행사, 농번기 일손돕기 등 지역민과의 지속적인 교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성심의 집을 찾아간 천승희 본부장

류와 봉사활동을 통해‘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실현에 앞장서 나갈 계

도 어려운 빨래작업에 동참하였으며 직접 금일봉을 전달해 보는 이의 마

획이다.

음을 따뜻하게 하였다.

춘천시립양로·요양원 봉사활동
강원본부에서는 10월 20일 춘천시립양로·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
하였다. 강원본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모임인‘나누리회’
에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양로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번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양로·요양원 생활을 하
시는 데 보탬이 되도록 그동안 모은 성금으로 성인용 기저귀 10박스 등의
생활용품을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김시환 본부장을 비롯한 1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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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영나영회, 창암재활원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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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부모 없는 손자·손녀를 맡아 키

직원들은 의류 및 침구류 세탁 점심배식 주방보조 등 부족한 일손을 거들

우는 조부모 가정에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재해구호, 북한어린

었고, 잠시 시간을 내어 혼자 걷기 힘든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모시고 따뜻

이 돕기, 인도주의 사업지원 등을 위한 활동기금을 마련하는

한 햇빛 길을 산책하며 말동무가 되어 드리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제주본부의 봉사활동 모임인 느영나영회는 10월 31일 창암재활원으로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기관장 부인반을 비롯

있었다. 이 날 함께한 직원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해 서운해 하

봉사활동을 갔다. 창암재활원은 중증장애인들이 입소하여 치료와 교육을

해 정부부처, 주한외교사절 및 정부투자기관 부인반 등에서 식

시는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고서 다가오는 11월에도 한 번 더 찾아뵙고

받는 곳으로 제주본부는 4년째 이곳에 후원물품을 보내고 봉사활동을 나

품 의류 잡화류 생필품 재활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겨우내 드실 김치를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겠노라 약속드렸다. 강원본부

가고 있다. 평소에는 이곳에 있는 장애아동들과 직접 만나 따뜻한 손길로

그 수익금을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나누

에서는 나누리회를 통

만져주고 함께 산책도 나갈 수 있었으나 이 날은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험

어 주었다. 당행 한길회에서도 재활용품 기증과 함께 행사 당

해 앞으로도 사회봉사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대신 밀린 이불빨래와 산책길 잡초

일 모든 임원 부인들이 참여하여 웰빙담요 청소용 밀대세트 타

활동에 계속 힘쓰며

제거를 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집에서는 세탁기로 빨았을 이불들을 직

월세트 무릎담요 등을 판매하였으며 그 수익금을 적십자사에

지역사회 내의 어려운

접 손으로 빨고 무성한 잡초들을 녹슨 낫으로 힘들게 솎아 내면서도 봉사

기부하는 매우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

활동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마칠 수 있었다. 토요일의 달콤한

을 나눌 예정이다.

늦잠도 포기하고 봉사활동에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고 흘린 땀방울만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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