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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주서운 조사역
광주전남본부

“따사모”를

광주전남본부 직원은 물론 특수경비
원이고 업무지원인력까지 전원 참여

아시나요?

하고 있는 봉사활동 모임이 있다. 바
로 “따사모”. “따사모는 ‘따뜻한 사랑
을 나누는 모임’의 줄임말로 2004년
3월에 자체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앞서 말했듯이 광주전남본부
에 속한 전원이 참여하여 매월 셋째
토요일에 선교회 수녀님들이 운영하
는 ‘성심의 집’을 찾는다.

‘성심의 집’은 광주광역시 신천동에 위치한 곳으로 일곱 분의 수녀님들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어 갈 곳 없는 할머니 열 네 분과 지내고 계신 곳이다. 우리는 매월 그 곳을 찾아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점심
을 대접하고 세탁 봉사를 한다. 이제는 할머니들이 우리가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신다고까지 해주시니 그 말이 감사할 따름
이다. 재미있는 것은 일곱 분의 수녀님 중 세 분이 외국인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오셨는데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신
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한국인이신 수녀님을 찾아 헤매기도 한다. 물론 외국인 수녀님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셔서
할머니들과 소통을 하시지만, 그래도 생기는 영어울렁증은 어쩔 수 없는 듯 하다.
♥
일년에 한 번, 12월에는 ‘성심의 집’ 인근의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 100명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고 선물
을 나눠주는 행사를 갖는다. 지난 12월 17일이 바로 일 년에 한 번 갖는 행사의 날이었다. 몇 년 째 해오는 행사지만 100여명
이 먹을 음식을 하는 것은 역시 만만치가 않다. 이명종 본부장을 비롯한 26명의 직원들은 이른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
했다. 두 개조로 나누어 한 조는 점심, 한 조는 세탁과 선물을 담당하였다. 그래도 따뜻한 마음으로 힘을 합치니 그 많던 일도
착착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음식 조에서는 떡을 맞추고 직접 불고기, 닭튀김, 잡채, 과일샐러드, 찰밥을 했는데 와, 그 맛이
일품이었다. 감탄사가 절로 났다. 드시는 분들도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맛있게 드셔주시니 그 또한 감사할 따름이
다. 세탁팀에서도 분주히 움직인 덕에 점심식사 전에 세탁을 마치고 초대된 분들에게 준비된 선물을 나눠 드릴 수 있었다. 오
신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웃는 얼굴로 고맙다고 해주시니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선물을 나누고 설거지까
지 마치니 오후 1시 30분쯤이 되어 그 날의 행사가 마무리되었고 릴리안 원장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
이렇게 “따사모”는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 갖는 모임이다. 나 역시 이 모임을 통해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음
을 느낀다. 그리고 또한 이 모임에 자긍심도 느낀다. 아마 나 뿐만이 아니라, 광주전남본부 모든 직원이 그러지 않을까. 이 기
회를 통해 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선배님들과 운영의 핵심주체인 여직원 모임 “성륜회”에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며 우리 “따사모”의 따스함을 한국은행 전체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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