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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 박물관운영반 과장

강남본부

한은동우회원 및 역대 강남본부장
초청 행사
강남본부는 6월 13일과 6월 14일 이틀에 걸

한국에서 잘 살아보기

쳐 한은동우회원 및 역대 강남본부장을 초청
하여 창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역대 본부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는 강남본
부의 역사를 함께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화폐박물관에서는 결혼이주민 여성을 초청하여

길에 대해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뜻깊은 시

‘한국에서 “잘” 살아보기’를 주제로 견학행사를 실시하였다.

간을 가졌다. 한편, 6월 14일에는 김명호

충남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을 한 가득 싣고 온

전 한은총재를 비롯한 한은동우회원 70여

버스의 문이 열리고, 제법 맵시있는 차림의 시골 아낙들이

명을 초청하여 함께 오찬을 하였다. 김명호

우르르 내려섰다.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온 이래

전 총재는 건배사를 통해 당행 창립 제66주

서울 나들이는 이번이 처음인지라 들뜬 마음에 새벽부터
서두른 탓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년을 축하하고 후배들에게 앞으로도 중앙은

창립 제66주년 기념 행사

행 직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화폐박물관을 배경으로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방문기념 셀카 인증샷

것을 당부하였다. (정명숙 강남본부 차장)

효과음과 함께 드디어 초청행사의 서막이 올랐다. 이날은 박물관 견
학을 비롯한 금융경제교육과 전통문화 체험 등 빠듯한 일정 때문에 물
한 모금으로 간단히 목만 축인 후, 곧바로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강남본부는 당행 창립 제6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6월 10일 강남본부 3층 다목적실에서 기념식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다목적실은 강남본부의 사
무공간 조정을 통해 새로 조성된 공간으로 당행 창
립기념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직원들을 위해 다목

했다. ‘우리 아이 경제교육은 어떻게 할까?’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주제로 진행된 강의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주부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은 시간·장소·대상을 불문하고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결혼 전 베
트남에서 패션관련 일에 종사했다는 한 주부는 규방공예(다포 만들기)
체험시간에 독보적인 바느질 솜씨를 뽐내기도 하였다.

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창립기념식은 총재를 대
신하여 김인섭 본부장의 창립기념사와 모범직원
표창 및 축하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
다. 저녁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 창립기념 직원
간담회는 외부 식당에서 하던 기존의 간담회와 달
리 본부에서 강남본부 전 직원이 참석하여 함께 창
립기념일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언어 기반이 다른 그들이 자국어를 기본으로 한국어를 간간이 섞어가
며 함께 하는 모습을 보니 소통의 소중함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어
느새 김치담그기 내공이 3년이 넘어섰다는 얘기부터 점심에 맛보았던
음식에 관한 평가는 물론이고 완성된 다포를 챙기는 것 또한 잊지 않
는 것을 보니 우리네 주부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어 보였다. 빡빡했던
일정을 차근차근 소화해 낸 주부들은 못내 아쉬운 마음을 하얀 웃음
으로 대신하였고,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기도했다. 그들이 ‘한국에서
“잘” 살아가기’를 무난하게 성취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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